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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건설산업은 기존 현장위주의 노동집약적인 건축공법에서 

혁신적인 새로운 공법(건식화 및 프리패브)으로의 패러다임 

변화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모듈러 공장생산건

축은 기존 현장중심의 시공에서 탈피하여 건축이나 모듈을 

공장에서 생산하여 현장으로 운반, 조립하여 건축물을 완공

하는 시스템으로 공기단축, 건축물 폐기물 감소, 공사비 절

감, 에너지 사용 절감 및 탄소배출 감소, 환경문제 해결, 품

질향상 등의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1],[2].

국내에 도입된 지금까지의 공법은 기술의 난이도, 설계기

준의 강화, 사회적 여건 및 공업화 공법이라는 점에서 쉽게 

현장에 적용되지 못하는 실정이며, 또한 기존 외국기술과
[3],[4]의 차별성이 크지 않고 강재만을 이용한 모듈골조의 경

우, 내화나 재료비 측면에서 매우 고가이며, 재료 다양화를 

통한 내화 및 안전성과 경제성 확보가 가능한 강-PC 복합모

듈 기술개발이 절실히 필요하다.

효율적인 강-PC복합모듈 건축시스템의 실용화를 위해서

는 중고층형 강-PC복합모듈을 구성하는 구조 부재 및 조인

트의 상세 개발과 실대형 조합모듈 골조의 구조 및 내진성능[5] 

확보를 위한 실험과 이론해석 등의 전반적인 연구가 요구된

다[6],[7],[8].

우선, 본 연구에서는 Fig. 1과 같은 강-PC 복합모듈러 구

조시스템을 구성하는 주요 구조부재를 개발하기 위한 목적

으로 수행하였다. 강-PC 복합모듈 골조를 구성하는 구조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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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인 합성보에 대하여 강판 절곡형 단면 형상을 제안하였다.

절곡형 합성보에 대한 비선형해석[9]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의 

실험결과를 이용하여 검증한 해석모델을 이용하였다. 비선

형 해석결과를 반영하여 절곡 강판 두께와 휨철근 유무에 따

라 변수별로 실험체를 계획하여 구조성능 평가를 위한 휨실

험을 수행하였다. 강-PC 합성보에 대한 설계방법에 따라 비

선형해석 및 실험결과를 비교를 통해 강-PC 복합모듈 골조

의 합성보 설계를 위한 자료로 활용하고자한다.

2. 강-PC 합성보의 실험

2.1 실험 개요

국내에서 모듈러 골조에 적용되고 있는 대부분의 보 단면

의 형상은 기성 제품이나 강판을 C채널 단면 형태로 절곡하

여 사용 한다. C형 채널 단면의 경우, 모듈 바닥 내에 슬래브 

설치시 슬래브 단부를 고정시키기 위한 보강재나 연결철물

이 반듯이 필요하며 강재 물량이 증가하는 요인이 된다. 본 

연구에서는 비교적 얇은 박판 강재를 소정의 단면 형상으로 

절곡하여 모듈 간 접합이 용이하며, 제작비용이 저렴할 뿐만 

아니라 절곡형 단면 내부에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내화성능 

확보에 기여하도록 보의 단면형상을 개선하였다.

개선된 강-PC 합성보에 대한 내력과 거동을 평가하기 위

한 실험 및 이론과 비선형 해석적 연구를 통해 합성보의 구조

성능 확보를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강-PC 합성보의 단면

형태가 비대칭 형태로 단일 합성보로 휨성능을 평가하는 데

에는 한계가 있어 아래의 Fig. 2와 같은 조립형태의 합성보

로 대칭화하여 단순 휨가력 실험을 계획하였다.

2.2 재료시험

본 연구에 사용된 강재의 역학적 성능을 파악하기 위하여 

KS B 0801의 금속재료 인장시험편 규정에 따라 강재 시험편

을 제작하였고, 사용강재는 SM490을 사용하였다. 강판 절

곡 형강의 경우, 비교적 잔류응력의 영향이 적은 플랜지와 

웨브에서 두께별로 각각 3개씩의 시험편을 절취 하여 시험편

을 제작하였다. 시험은 1000kN 유압식 만능시험기(U.T.M.)

를 사용하여 KS B 0802의 금속재료 인장시험편 시험 방법

에 의해 실시하였고, 시험결과 평균항복강도는 345MPa로 

나타났다.

또한, 실험체에 사용된 콘크리트는 설계기준강도 30MPa

로 계획하였으며, 사용된 레미콘의 수에 따라 각각 3개씩 총 

12개의 공시체를 제작하였다. 콘크리트 압축강도 시험은 KS F 

2405의 시험방법에 따라 1000kN 유압식 만능 시험기(U.T.M)

를 사용하여 실시하였다. KS F 2403에 따라 제작한 공시체

의 콘크리트 압축강도 시험결과, 평균 34MPa로 나타났다.

2.3 실험체 계획

본 연구에서는 강-PC 복합모듈을 구성하는 주요 구조 부

재인 합성보의 형상을 강판 절곡형으로 개선한 것으로 합성

Fig. 1. Construction frame of steel-PC composite module

Fig. 2. Concept of assembled composi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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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Shape of composite b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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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에 대한 내력 및 거동 평가를 위한 휨성능 실험 연구를 

Table 1과 같이 계획하였다.

Fig. 3과 같이 강판 절곡형 합성보는 비대칭 단면 조립 형

태의 보로 대칭화 하여 단순 휨가력 실험계획이 필요하였으

며, 슬래브 유효폭을 고려하여 좌우 대칭 장선 합성보의 형태

로 수정하고 반영하여 바닥판의 폭은 600mm로 계획하였다.

강판 절곡형 비대칭 합성보의 주요 변수로는 절곡 강판 두

께(4.5mm, 6.0mm), 내화성능 고려한 합성보의 하단부에 

휨보강근 유무로 하여 총 3개의 실험체를 계획하였으며, 강

판 절곡형 합성보 단면의 벌어짐 방지를 위해 내측에 띠판을 

일정한 간격으로 설치하였다.

2.4 가력 및 측정방법

강판 절곡형 비대칭 합성보의 휨성능 실험은 실제 하중 작

용시의 대상 단면의 내하능력, 처짐 및 변형성상을 파악 하

기 위한 실험으로서 본 연구에서는 중앙부 정모멘트를 받는 

실험체를 계획하였다. 가력은 단순보 형식의 2점 재하에 의

해 정모멘트를 받도록 하였으며 전단파괴에 앞서서 휨파괴

가 선행하도록 스팬 중앙부를 중심으로 양단부로 각각 L/4 

지점에 4점으로 가력하였다.

가력방법은 변위제어를 하였으며, 가력속도는 0.05mm/sec

로 가력하였다. Fig. 4와 같이 2,000kN 용량의 UTM을 사

용하여 2점 선형가력 하였다. 또한 가력시 가력지점 에서의 

국부변형을 방지하고자 가력지점부에 미끄럼방지용 고무판

을 설치하였다.

측정 장치로는 합성보의 수직처짐과 스팬중앙부에서의 

강재와 콘크리트의 변형률 및 합성보와 콘크리트 슬래브의 

슬립을 측정하기 위해서 LVDT와 변형률 게이지를 측정장치

로 사용하였다. 합성보는 단부에서의 슬립을 측정하였다(Fig. 5 

참조).

3. 실험결과 및 분석

3.1 거동 및 파괴모드

Table 2에는 강-PC 합성보에 대한 실험체의 파괴모드를 

정리하여 나타낸 것으로 합성보의 강판 두께와 휨 보강근의 

유무에 따라서 서로 다른 파괴모드를 관측할 수 있었다. 강

판 두께가 4.5mm인 실험체의 경우, 파괴는 강재의 항복과 

가력부 콘크리트의 압괴로 시작되었다. 합성보의 파괴는 주

Table 1. List of test specimens

Specimen H
(mm)

h
(mm)

bu
(mm)

b1
(mm)

bt
(mm)

t
(mm)

L
(m)

SCB4.5-N 200 80 75 75 50 4.5 5.9
SCB6.0-N 200 80 75 75 50 6.0 5.9
SCB4.5-R 200 80 75 75 50 4.5 5.9

N : No re-bar, R : re-bar
Plate Thickness(t=4.5, 6.0)
Steel Composite Beam

Fig. 4. Installation condition of the speci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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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G : Steel gauge
-. DT1 ~ DT3 : DT200
-. DT4 : WLG 500
-. DT5 ~ DT6 : DT100

DT4
DT1,2,3

Fig. 5. Measuring position of strain gauge

Table 2. Failure mode

Specimen
Destruction situation

Failure modeOverall 
behavior

Crack in the 
loading point

SCB4.5-N Flexure

SCB6.0-N Flexure-shear

SCB4.5-R Flexure-sh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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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휨에 의한 파괴였으며 경계면에서의 단부 슬립 발생 전후

로 강성의 변화가 크지 않고 다소 큰 소성변형을 나타내었다.

SCB4.5-N실험체의 경우, 강판두께가 4.5mm인 비대칭 

단면 형상으로 합성거동이 가장 최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항복 이후 하중이 증가하면서 자연스럽게 중립축이 상부로 

이동하면서 응력의 재분배가 원활하게 이루어져 국부적인 

파괴나 큰 변형이 없이 단면 전체가 휨에 저항하는 매우 연성

적인 거동을 나타내고 있다.

강판 두께가 6.0mm인 실험체와 강판 두께가 4.5mm이며 

휨보강근을 배근한 실험체의 경우, 파괴는 상부 압축측 콘크

리트 슬래브의 길이 방향의 균열과 함께 부착력을 상실한 

후, 비대칭 강재보 압축측의 휨변형에 의한 좌굴이 진행 되

어 비교적 조기에 가력이 종료되었다. 파괴상황에서 보듯이 

실험체의 전체거동은 충분한 휨변형이 발생하기 이전에 가

력점 근방 및 단부에서 매우 큰 휨-수평전단파괴가 일어났

다. 웨브면에 특별한 전단연결재를 설치하지 않은 상태로 슬

래브에서 초기균열 발생 이후에 강재면과 콘크리트 경계면

을 따라 단부 슬립현상과 더불어 단부에서 면외 벌어짐 변형

이 크게 증가하면서 급격히 파괴되는 거동을 나타내었다. 강

판 두께 4.5mm인 실험체에 비해 내력과 강성이 크게 나타

났으나, 연성은 저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SCB4.5-N실험체와 동일한 형상으로 보 하부에 배근된 

휨보강근으로 인해 합성보의 강성과 내력은 다소 높게 나타

났으며, 연성 측면에서는 다소 저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합성보의 전체적인 파괴거동이 휨파괴로 지배되지 못

하고 SCB6.0-N 실험체와 같이 휨-수평전단파괴가 지배한 

요인으로 판단된다.

SCB4.5-R 실험체와 SCB6.0-N 실험체의 경우에 슬래

브의 가력부에서 보의 길이방향으로 인장균열이 발생한 후, 

절곡 강재보와 콘크리트 슬래브 경제면의 부착력 상실로 인

한 수평전단파괴로 경계면 분리 현상 및 단부 면외변형 증대

로 조기에 가력이 종료되었다. 이 두 실험체에서 합성보의 

내력 및 강성확보와 안정적인 연성파괴 거동을 유도하기 위

해서는 경계면이나 보 내부에 전단 연결재를 설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3.2 모멘트-처짐 관계

강-PC 복합모듈을 구성하는 강판 절곡형 합성보의 휨성

능 평가를 실험결과를 Table 3에 정리하여 나타내었다. 

Table 3에서 실험 항복하중()값은 Fig. 6과 같이 하중-변

위 곡선에서 원점과 최대내력의 1/3되는 점을 연결한 선분

(a)을 초기접선강성 값으로 하고, 이 선분과 변위축이 이루

는 각의 1/3이 되는 선분을 원점에서 그은 후(b), 실험값과 

외접하도록 평행 이동시켜 선분을 만들고(c), 처음에 그은 

초기접선강성 선분과 만나는 접점을 평가한 값이다. Table 3

에는 슬래브 실험결과를 정리한 것으로 여기서 초기강성

(), 균열 후 강성(), 초기균열 발생시 모멘트(), 실

험 항복모멘트(), 실험 최대모멘트(), 항복시 중앙부 

처짐(), 최대모멘트시 중앙부 처짐()을 나타낸다.

Fig. 7은 각 실험체별 모멘트에 따른 스팬 중앙부의 처짐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절곡 강판 두께가 4.5mm이고 휨보

강근을 배근하지 않은 SCB4.5-N 실험체의 경우, 비대칭 합

Table 3. Experimental results on bending performance

Specimen


(kN․
m/mm)



(kN․
m/mm)



(kN․m)


(kN․m)


(kN․m)


(mm)


(mm)

SCB4.5-N 1.58 1.08 18.87 63.74 75.78 68.97 132.71
SCB6.0-N 1.91 1.37 22.16 77.79 84.93 68.02 111.42
SCB4.5-R 1.75 1.26 20.25 67.82 77.04 63.72 99.31

Fig. 6. Definition of yield load

Fig. 7. Relation curve of moment-defl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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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보의 강성 값이 다른 합성보 실험체의 강성에 비해서 최소 

10% 이상 작은 값을 나타내고 있다. 절곡 강판 두께가 같은 

합성보에서 내부 휨보강근 여부에 따라 강성은 10% 이상, 내

력은 3% 정도 다소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절곡 강판 두께

가 두꺼운 경우에 강성은 21% 이상, 내력 측면에서 12% 이상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시공시의 강성 값은 다소 차이를 나타

내지만, 합성 후에는 전체적인 강성값의 차이는 크지 않고, 

슬립발생을 전후로 강성값도 큰 변화를 나타내었다.

3.3 중립축의 위치변화

Fig. 8은 중앙부에서 합성보의 측면에 부착한 변형률 게

이지를 사용하여 측정한 합성보에서 춤에 따른 변형률의 분

포를 보여준다. 이러한 변형률 분포로부터 실험시 합성보의 

중립축의 위치 및 슬립을 전후로 한 합성보의 거동에 대한 정

보를 얻을 수 있다. 기본 형상인 절곡 강판두께가 4.5mm인 

SCB4.5-N 실험체의 경우, 변형률의 분포는 합성보의 춤을 

따라서 선형적이고 콘크리트와 강재보 사이의 변형률의 전

이는 비교적 상부로 이동하면서 연속적인 것을 알 수 있다. 

이로부터 강-콘크리트 합성보의 경계면 에서의 합성효과가 

우수함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절곡 강판 두께 증가와 휨철근이 배근된 합성보 실

험체의 경우, 상부 콘크리트의 균열 발생을 전후로 하여 급

격한 재료분리가 발생하고 있으며 변형률 또한 경계면에 불

연속이 나타나고 있다. SCB6.0-N와 SCB4.5-R 합성보 실

험체는 탄성구간에서의 중립축은 비교적 조기에 전단부착력 

상실 및 단부 슬립증가와 변형증가로 인해 하부 플랜지 면에

서 12.5cm 근처에서 나타났다. 이러한 합성보 실험체의 경

우, 상부 슬래브의 전단파괴 발생 전까지 비교적 합성거동을 

나타내고 있지만, 가력초기에 상대슬립 발생 하면서 최대 모멘

트 이후 중립축이 급격히 하부로 이동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콘크리트 상부면의 전단파괴와 더불어 콘크리트와 

강재의 경제면을 중심으로 급격한 수평전단파괴 거동 및 단

부 슬립증대와 변형의 증가로 급격한 내력 감소현상이 나타

나 합성보의 응력 재분배가 원활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연성적인 거동을 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3.4 하중-상대슬립 관계

Fig. 9은 합성보 실험체의 단부에서 측정한 모멘트-엔드

슬립을 나타내고 있다. 주요 변수에 따라 단부의 엔드슬립 

발생 전후의 거동이 다르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절곡 강판 

(a) SCB4.5-N

(b) SCB6.0-N

(c) SCB4.5-R

Fig. 8. Deformation distribution of beam depth Fig. 9. Relationship between moment and sl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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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께가 4.5mm인 실험체의 경우, 최대모멘트시의 측정된 슬

립량이 1.0mm 이상 넘게 나타난 반면, 절곡강판 두께가 

6.0mm인 실험체의 경우, 최대모멘트시의 슬립량은 1mm 

이하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절곡 강판 두께에 따라 단부슬

립과 변형이 전체의 거동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로부터 절곡강판 두께가 4.5mm인 실험체는 

다소 연성적인 전단연결 효과를 가지고 있는 반면, 절곡강판 

두께가 6mm인 실험체의 경우, 초기슬립 발생 모멘트는 매

우 크게 나타나지만, 초기슬립 발생 후 모멘트의 증가가 거

의 없이 단부 슬립량과 변형만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3.5 이론식과의 비교

콘크리트 슬래브의 최대압축강도와 철골보의 최대 인장 

강도를 얻기 위해서는 중립축이 강-콘크리트 경계면 근처에 

위치하여야 가장 효율적이며 강재보가 항복하고 또한 콘크

리트가 한계상황에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합성바닥구조의 

이론 극한 하중은 소성모델에 의해 평가할 수 있다[10],[11].

Fig. 10과 같이 정모멘트를 받는 합성단면에서 중립축이 

철골보의 웨브면에 있을 경우, 압축력 는 식 (1)과 같이 콘크리

트의 슬래브와 웨브가 부담하는 압축력 과 철골보

의 상부플랜지와 웨브가 부담하는 압축력 의 

합으로 구할 수 있다.

      (1)

인장력 는 식 (2)과 같이 강판 절곡된 철골보 웨브가 부

담 하는 인장력   , 강판 절곡된 철골보 중간 

및 하부플랜지가 부담하는 인장력  , 그리고 

하부 철근이 부담하는 인장력 의 합으로 구할 수 있다.

     (2)

여기서,   의 평형조건으로부터 압축측 상연에서 중립

축 까지의 거리 을 식(3)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3)

따라서 완전합성 단면의 극한 휨모멘트는 식(4)을 사용 하

여 구할 수 있다.

  

  
  

  
      


  




  


    

       




 

(4)

Table 4는 3개의 강판 절곡형 합성보의 실험결과에 대한 

실험 및 이론값의 휨모멘트를 정리하였다. 비교결과, 절곡 

강판의 두께가 4mm이면서 하부 보강근이 없는 합성보의 경

우, 실험 항복 및 최대 휨모멘트 값보다 이론 최대 휨모멘트 

값은 각각 87%, 74%로서 이론 휨모멘트 값보다 크게 나타남

을 알 수 있다. 또한 절곡 강판의 두께가 6mm이면서 내부 휨

보강근이 없는 합성보의 경우에도 실험 휨모멘트 값보다 이

론 최대 휨모멘트 값은 84~92%로서 비교적 실험값이 크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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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Stress distribution of composite beams

Table 4. Comparison of experimental and theoretical results

Specimen
Test Theory Strength ratio



(kN․m)


(kN․m)


(kN․m)


(kN․m) 








SCB4.5-N 18.87 63.74 75.78 55.76 0.87 0.74
SCB6.0-N 22.16 77.79 84.93 71.64 0.92 0.84
SCB4.5-R 20.25 67.82 77.04 66.82 0.99 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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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비선형 유한요소해석

4.1 해석 요소 및 해석 모델

강-PC 복합모듈을 구성하는 합성보에 대해 주요 변수에 

따른 비선형 해석을 수행하여 실험적 거동과 비교 평가하여 

구조적 안전성능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Fig. 11과 같이 절곡된 강판에는 4절점 쉘 요소(S4R)를 

적용하였고, 합성되는 콘크리트에는 8절점 솔리드 요소 

(C3D8R)를 적용하였다. 절곡된 강판과 충전 콘크리트 접촉

면이 전단 연결재 없이 마찰로만 전단력에 저항하는 것을 구

사하기 위해 ABAQUS(2010)[12]에서 제공하는 갭 요소(Gap 

element)를 사용하였다. 갭 요소는 노드(Node)의 연결부에

서 압축력은 전달하나 인장에는 저항할 수 없는 특징을 갖고 

있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강재 및 철근과 콘크리트 사이의 마찰 

계수는 약 0.3에서 0.6 사이의 값을 가지게 되며, 평균값으

로 0.47을 제안하고 있다. 본 연구에는 강재 및 철근과 콘크

리트 사이의 마찰계수는 0.47을 적용하였으며, 강재와 강재 

사이의 마찰계수는 0.6을 사용하였다[12].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재료의 일축 응력-변형률 곡선은 

Fig. 12와 같다. 콘크리트의 일축 압축 응력-변형률 곡선은 

Saenz(Saenz LP., 1964)의 제안식을 적용하였으며[13], 콘

크리트의 압축강도 fck의 50%까지는 탄성으로 가정하였다. 

여기서 콘크리트의 탄성계수 Ec는 4,700(MPa)이며(ACI, 

2011), 콘크리트의 푸아송 비()는 0.2을 적용하였다. 콘크

리트의 인장 강도는 fck의 9.0%로 가정하였으며, 콘크리트 

인장 강도 발현 이후에는 Fig. 12와 같이 콘크리트의 인장 응

력이 감소한다고 가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Hue and Mo 

(2010)가 제안한 콘크리트의 인장 응력-변형률 곡선을 이용

하였다[14].

4.2 해석 결과 및 비교

하부에 인장철근이 없는 강판 4.5mm로 절곡된 합성보의 

경우, 해석치에 대한 실험치의 비는 0.94[Test(212.7kN)/

FEM(199)]로 비교적 잘 대응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Fig. 13

에 나타낸 바와 같이 하중 작용부에 콘크리트 응력 집중현상

이 발생하였으며, 실험체 중앙 압축부에는 설계강도 fck에 도

달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강재 하부 인장부위는 

항복하였으며, 하중 가력부 압축부분도 항복하였으나 중앙

부 상부 플랜지면의 항복의 진행은 관찰되지 않았다.

하부에 인장철근이 없는 강판 두께가 6.0mm로 절곡된 합성

보의 경우, 해석치에 대한 실험치의 비는 1.03[Test (238.4kN)/

FEM(246.5)로 비교적 잘 대응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Fig. 14에는 변형과 응력도 상황을 나타냈었다. 실험에서 발

Fig. 11. Geometric nonlinear analysis model for composite beams

Fig. 12. Material analysis model

Fig. 13. Analysis result (SCB4.5-N)

Fig. 14. Analysis result (SCB6.0-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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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한 콘크리트의 극단적 전단 파괴는 해석에서 발생하지 않

았으며, 강판 두께가 4.5mm인 실험체와 유사하게 하중 가

력부에 콘크리트 응력 집중현상이 발생하였으며, 압축부는 

설계압축강도 fck에 도달 하지 않았다. 절곡 강재 인장부는 

항복하였으며, 하중 가력부는 압축부와 마찬가지로 항복하

였으나 중앙부의 상부 플랜지는 항복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를 통해 압축부가 항복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실

험에서도 단면이 극한강도에 도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강판 두께가 4.5mm이고, 합성보의 하부에 휨철근이 배근

된 실험체의 경우, 실험에서 발생한 콘크리트의 극단적인 전

단 파괴 현상은 해석에서 발생하지 않았다. Fig. 15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합성보의 인장부분의 강재 및 철근은 모두 항복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압축부는 항복에 도달하지 않는 상태였

다. 따라서 합성보가 인장거동을 보여야 하지만, 전단에 의

한 급격한 파괴 발생함 알 수 있었다. 이에 강판 절곡형 합성

보의 안정적 거동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수평전단에 대한 보

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과 같이 강판 절곡형 비대칭 합성보에 대한 실험과 해

석을 비교한 결과, 해석 모델은 초기강성과 극한 강도는 잘 

예측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험에서 발생한 극단적 전

단 파괴는 해석에서 예측이 잘 되지 않았으며, 향후 해석 모

델링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압축부위

가 항복하기 전에 수평전단 파괴가 발생하였으므로 이에 대

한 전단 보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수평전단에 대해 

보강이 되면, 극한 하중은 압축부위가 항복이 발생할 때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5. 결 론

강-PC 복합모듈을 구성하는 주요 부재인 강판 절곡형 비

대칭 합성보에 대한 구조성능 평가를 위한 실험과 이론 및 해

석적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강-PC 복합모듈을 구성하는 강판 절곡형 비대칭 합성

보는 강판 두께와 휨 보강근의 유무에 따라서 서로 다른 

파괴모드를 관측할 수 있었다.

(2) 강판 두께가 4.5mm인 실험체의 경우, 파괴는 강재의 

항복과 가력부 콘크리트의 압괴로 시작되었으며 항복이

후 하중이 증가하면서 자연스럽게 중립축이 상부로 이

동하면서 응력의 재분배가 원활하게 이루어져 국부적인 

파괴나 큰 변형이 없이 단면 전체가 휨에 저항하는 매우 

연성적인 거동을 나타내고 있다.

(3) 강판 두께가 6.0mm인 실험체와 강판 두께 4.5mm이며 

휨보강근이 있는 경우에는 충분한 휨변형이 발생하기 

이전에 가력점 근방 및 단부에서 매우 큰 휨-수평전단

파괴가 일어나 강재면과 콘크리트 경계면을 따라 단부 

슬립현상과 더불어 단부에서 면외 벌어짐 변형이 크게 

증가하면서 급격히 파괴되는 거동을 나타내었다.

(4) 강판 절곡형 합성보의 실험결과에 대한 실험 및 이론값

의 휨모멘트 비교결과, 실험체 변수에 관계없이 실험 항

복 및 최대휨모멘트 값보다 이론 최대휨모멘트 값은 각

각 87~99%, 74~87%로써 실험값이 이론값보다 크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 해석 모델은 초기강성 및 극한 강도는 잘 예측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험에서 발생한 극단적 전단파괴는 

해석에서 예측이 되지 않아 향후 모델링에 대한 추가 검

토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실험체 모두 인장부에서 

먼저 항복이 발생하였으며, 압축부위가 항복하기 전에 

수평전단 파괴가 발생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전단 보강

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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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호(Notation)

 : 실험 초기강성(kN/mm)

 : 실험 균열 후 강성(kN/mm)

 : 실험 초기균열 발생시 휨모멘트(kN ‧ m)

 : 실험 항복모멘트(kN ‧ m)

 : 실험 최대모멘트(kN ‧ m)

 : 이론 최대모멘트(kN ‧ m)

 : 실험 항복하중(kN)

 : 항복하중시 중앙부 처짐(mm)

 : 최대하중시 중앙부 처짐(mm)

 : 철근의 단면적(mm2)

 : 콘크리트 등가응력 블록높이(mm)

 : 합승슬래브 유효폭(mm)

 : 상부 플랜지폭(mm)

 : 하부 플랜지폭(mm)

 : 중간 플랜지폭(mm)

 : 강재 항복강도(MPa)

 : 철근 항복강도(MPa)



강-PC 복합모듈러 골조의 합성보에 대한 구조성능 평가

340 한국강구조학회 논문집 제29권 제5호(통권 제150호) 2017년 10월

 : 콘크리트 압축강도(MPa)

 : 합성보 전체 춤(mm)

 : 하부 절곡된 춤(mm)

 : 콘크리트 슬래브 두께(mm)

 : 합성보 상부 토핑 높이(mm)

 : 합성보 웨브춤(mm)

 : 철골보 플랜지 두께(mm)

 : 철골보 웨브 두께(mm)

 : 압축측 상연에서 중립축까지 거리(mm)

 : 0.85(콘크리트 강도 28MPa미만일 때)

요 약 : 본 연구는 새로운 모듈러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하였다. 현재 국내에서 적용되고 있는 모듈러 시스템은 C형 강재

보만을 사용하기 때문에 재료비와 내화 측면에서 매우 고가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새로운 강-PC형의 복합모듈러 시스템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우선, 보 단면 형상을 개선하여 개발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3개의 실험체를 제작하여 휨성능 평가를 위한 실험을 수행하였다. 
실험결과, 합성보는 수평전단 파괴에 의해 지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비선형 유한요소해석을 수행하여 실험과 이론식과 비교를 통해 

구조적 성능을 평가하였다.

핵심용어 : 복합모듈러, 강-콘크리트, 합성보, 비선형 해석, 구조성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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