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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형강을 사용한 합성트러스의 합성효과

The Composite Action of Composite Truss Using H-Shaped Section Steel

이 명 재1)†

Lee, Myung Jae
 


요       약： 바닥슬래 가 있는 경우 국내에서 설계되는 트러스보는 바닥 슬래 와의 합성효과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상하 재

를 H형강으로 구성한 합성트러스를 사용하여 기본 인 실험을 수행하 다. 실험에서는 합성트러스의 역학  거동을 조사하기 하여 단연결재

의 유무에 따른 향을 검토하 다. 실험체로서는 철골트러스, 비합성  합성트러스 등으로 이루어지며 가력방법으로는 앙집 재하와 균등휨의 

두가지 방법을 사용하 다. 시어 커넥터를 사용한 합성트러스의 합성효과가 실험 으로 확인되어졌다.

ABSTRACT：The composite actions of truss beams and floor slabs are not reflected on the design of the truss beam in domestic practice. In 

this research, basic experiments were conducted on a composite truss with the top and bottom chord members consisting of the H-shaped 

members. The tests were performed to evaluate the mechanical behaviors of the composite truss on the effects with the shear studs and 

without them. The specimens consisted of the steel truss and non-composite and composite trusses, and one-point-concentrated loading at 

the center and equivalent loading were monotonically applied. The composite effects were experimentally identified in the composite trusses 

using the shear stud connectors. 

핵 심 용 어 : 합성트러스, 합성거동 , 장스팬바닥 , 시어 커넥터

KEYWORDS : composite truss , composite action , long span floors , shear connecter 

1. 서 론

건축물에 용되는 장스팬 구조시스템은 부분 이트 거

더 는 일반 트러스 보이다. 그런데 20m 이상 장스팬의 경

우 이트 거더는 경제성이 떨어지므로 일반 트러스 보가 주

로 용되고 있다. 그러나 재 일반 트러스 보의 경우 상부 

바닥 구조체인 슬래 와 트러스 보의 합성효과를  고려하

지 않고 설계됨으로써 압축 항성능  구조물의 강성에 상당

한 기여를 할 수 있는 슬래 가 단지 고정하 으로만 취 되고 

있는 문제 이 있다. 외국의 경우 1970년 부터 고층 건축

물의 floor framing system의 구조  효율성을 높이고 다양

한 설비공간의 확보를 해 바닥 슬래 와 일반 트러스 보의 

상호 합성효과를 고려한 합성 트러스 시스템을 개발하여 용

하고 있다(ASCE, 1996; A.Brattland 등, 1992). 슬래

와 트러스 보의 합성효과를 고려할 경우 단순히 고정하 으로 

취 되던 슬래 를 구조체로서 활용할 수 있게 되므로 구조 재

료를 매우 효율 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한 구조체의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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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증가하게 되므로 장스팬 설계의 요 변수인 사용성 측면

에서도 상당한 이 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이와 더불어 슬래

 하부에 다양한 설비 시설을 한 공간이 확보되므로 보의 

춤이 깊어지는데 한 단 을 상당부분 상쇄할 수 있게 된다.

이 연구는 합성 트러스 시스템을 용함에 있어 국내 실

을 충분히 반 하기 한 기단계의 연구로서 상·하 재를 H

형강으로 하고 시어 커넥터의 유·무에 따른 합성 트러스의 역

학  거동 특성을 평가하고자 한다.

합성트러스의 상하 재로서는 H형강 이외에 T형강, ㄱ형강 

등이 사용되는데 이 연구에서는 연구의 기단계로서 우선 H

형강을 상으로 하 다. 웨 재로서는 ㄱ형강을 사용하 다. 

그리고 시어 커넥터로는 스터드형태를 사용하여 일반 인 형

식을 택하 다.

그리고 이 연구의 제조건으로서 기존 합성보 이론에 련

된 시어 커넥터를 비롯한 연구결과를 합성트러스에서도 유효

한 것으로 본다.2)

본 논문에 한 토의를 2010년 6월 30일까지 학회로 보내주시면 토의 회답을 게

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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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합성트러스 실험

2.1 구조재료시험

2.1.1 강재의 인장강도시험

실험체 제작에 사용된 강재의 기계 인 특성을 악하기 

하여 인장강도 시험을 실시하 다. 상·하 재에 사용된 H형강

의 랜지  웨 에서 각각 3개씩, 웨 재에 사용된 ㄱ형강

에서 3개의 인장시험편을 취하여 총 9개의 인장시험편을 

제작하 다.

시험체 제작에 사용된 강재의 재질은 SS400으로서 인장강

도에 사용된 시험편은 한국공업규격의 속재료 인장시험편 B 

0801에 제시된 시험편에 하여 제작하 다.

강재의 응력-변형도 계를 악하기 하여 시험편 앙부 

양측에 와이어 스트 인 게이지(W.S.G.)를 각각 부착하 으

며, 연신율을 측정하기 하여 표 거리를 가력 에 인장시

험편에 표시하고 가력 후 측정하 다. 가력은 980kN 성능의 

만능재료시험기(U.T.M)를 사용하 다. 강재의 인장시험 결

과를 표 1.에 나타내었다. 

강재의 인장시험결과 인장시험편의 평균항복강도는 =

245N/mm2로 SS400강재의 공칭항복강도 =235N/mm2

를 과하 으나, 일부 시험편의 경우 강재의 공칭항복강도를 

못 미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이 에 해서는 시험편 제작 

는 강재 자체의 문제 인지 하여 향후 검토가 필요하다. 

항복비는 0.67에서 0.78사이의 값을 나타내었으며, 연신율은 

25%에서 30%사이의 값을 나타내고 있다.

표 1. 강재 인장시험 결과

강   재

(SS400)

항복강도

(N/mm2)

인장강도

(N/mm2)
항복비

연신율

(%)

H-100×100×6×8

랜

지

1 304 431 0.71 25

2 314 431 0.73 26

3 314 431 0.73 29

평균 311 431 0.72 27

웨
1 235 314 0.75 26

2 245 314 0.78 29

3 245 323 0.76 29

평균 242 317 0.76 28

ㄴ-75×75×9

1 216 323 0.67 29

2 216 323 0.67 29

3 235 323 0.73 30

평균 222 323 0.69 29

2.1.2 콘크리트의 압축강도시험

실험체의 슬래  제작에 사용된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를 알

아보기 하여 압축강도시험을 실시하 다. 콘크리트는 실험

체 계획시 공칭압축강도  = 21MPa로 계획하 으며, 압

축강도용 공시체는 지름 150mm, 높이 300mm의 원형공시

체로 제작하 다.

콘크리트 공시체는 콘크리트 슬래  장타설시 사용되었던 

2 의 미콘에서 각각 3개씩 총 6개의 공시체를 제작, 수

양생을 실시하 다. 양생 28일 후 압축강도시험에 의한 결과

를 표 2.에 나타낸다. 압축강도시험결과 콘크리트 공시체의 

평균압축강도는 25MPa로서, 계획하 던 콘크리트의 설계배

합강도인 21MPa보다 약간 높은 결과를 보여주었다.

표 2. 콘크리트 압축강도시험 결과

시험체명 
압축강도

(MPa)

평균압축강도

(MPa)

SC28A-1

21

23

25

SC28A-2 26

SC28A-3 26

SC28B-1 23

SC28B-2 26

SC28B-3 25

2.2 실험계획

H형강을 이용한 합성트러스의 합성효과 검증실험을 해 시

어 커넥터의 유·무를 주요 변수로 완  합성 트러스 실험체와 

비합성 트러스 실험체를 제작하 다. 한 슬래 가 없는 순

수 H형강 트러스도 제작하 다. 슬래 의 폭은 유효폭 개념

을 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여기서는 합성효과의 확인을 주

목 으로 하기 때문에 체 실험체의 슬래  폭을 1m로 일정

하게 하 다.

각 실험체의 단면형상과 상세는 그림 1.과 같다. 실험에 사

용된 트러스의 상·하 재는 H-100×100×6×8이고 웨 재는 

ㄴ-75×75×9이며 강재의 재질은 모두 SS400이다. 콘크리트 

슬래 는 보통콘크리트 =21MPa을 사용하 으며, 슬래

의 폭은 1,000mm, 두께는 150mm이다. 합성 트러스의 

경우 ∅19-80 시어 커넥터를 6,000mm 실험체는 250mm 

간격으로 1열 배열하고, 9,000mm 실험체는 350mm 간격으

로 1열 배열하여 행 합성보 설계기 에 따라 완  합성 거

동하도록 계획하 다. 이와 같이 합성 트러스 실험체 4개, 비

합성 트러스 실험체 4개, 철골 트러스 4개 총 12개의 실험체

를 제작하 다. 실험체 일람을 표 3.에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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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체명
콘크리트
슬래

(=21MPa)

스팬
(mm)

춤
(mm)

시어
커넥터

(∅19-80)

  C600C-A

유
6,000

650

간격 
250mm 

1열
  C600C-B

 NC600C-A
무

 NC600C-B

   S600C
무 500 ▪

   S375C 3,750

   C900C

유

9,000

650

간격 
350mm 

1열
   C900P

  NC900C
무

  NC900P

   S900C
무 500 ▪

   S900P

그림 1. 합성트러스 실험체 (시어 커넥터가 있는 경우)

표 3. 실험체일람

2.3 가력  측정방법

가력  실험체 계측상황을 그림 2, 3에 각각 나타내었다. 

실험은 양단 단순지지로 하여 집 하 재하실험의 경우 보 스

팬의 1/2지 에 490kN 성능의 오일잭 1 를 사용하여 재하

하 으며, 균등휨실험은 실험체 양단으로부터 보 스팬의 1/3

지 에 각각 490kN 성능의 오일잭 2 를 사용하여 가력  

사이에 균등휨모멘트가 발생하도록 하 다. 실험은 최 하  

는 처짐이 일정량 이상 발생할 때까지 가력하 다. 가력하

 측정은 490kN용량의 로드셀을 사용하 다. 합성  비합

성 트러스 실험체에는 총 7개의 변 측정기(LVDT)를 사용하

여 변 를 측정하 다. 한 집 재하실험은 18개의 와이어 

스트 인 게이지(W.S.G.), 균등휨실험은 36개의 와이어 스

트 인 게이지를 사용하여 변형도를 측정하 다. 

이  변 측정기는 실험체 스팬의 1/2, 1/3, 1/4지 에 

설치하여 변 를 측정하 고, 양단부의 상부에도 변 측정기

를 설치하여 실험체의 처짐을 구하 다.

가력 

임

오일잭

LVDT

LVDT

그림 2. 가력  측정방법 ( 앙집  재하시)

와이어 스트 인 게이지는 콘크리트 슬래  상부 가력지

선상에 4개, 슬래  양측면에 각각 2개씩 게이지를 부착하

고, 상 재의 상 랜지, 웨 , 하 랜지에 각각 2개, 웨

재에 2개, 하 재의 상 랜지, 하 랜지에 각각 1개씩 게

이지를 부착하여 변형도를 측정하고 립축의 변화를 살펴보

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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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와이어 스트 인 게이지(W.S.G.) 부착 치

2.4 실험결과

가력 실시한 12개 실험체의 실험결과로서 최 내력과 그 때

의 스팬 앙부의 처짐량(δmax), 지 단부의 부재각(R)을 

항복모멘트(My)  소성모멘트(Mp)와 함께 표 4.에 나타

낸다. 항복모멘트  소성모멘트 산정에서 웨 재의 효과는 

무시하 다.

그리고 스팬 6m의 실험체의 실험결과로서 하 -변  계, 

모멘트-회 각 계를 각각 그림 4, 그림 5에 나타내었다. 스

팬 9m의 실험체에 해서는 그림 6, 그림 7, 그림 8, 그림 

9에 각각 나타내었다.

표 4. 실험결과

그림 4. 6m 실험체의 하 -변  계

그림 5. 6m 실험체의 모멘트-처짐각 계

그림 6. 9m 집 하  실험체의 하 -변  계

그림 7. 9m 집 하  실험체의 모멘트-처짐각 계

실험체명

최

하

(kN)

항복

모멘트


(kN.m)

소성

모멘트


(kN.m)

최  

처짐량

(mm)

부재각



(rad)


(rad)

  C600C-A 342

297 425

71 0.0202 0.0053

  C600C-B 352 89 0.0246 0.0056

NC600C-A 242 95 0.0255 0.0083

NC600C-B 226 83 0.0226 0.0079

S600C 192
188 226

52 0.0174 0.0071

S375C 314 38 0.0171 0.0056

C900C 243

297 425

105 0.0217 0.0059

C900P 134 86 0.0178 0.0165

NC900C 143 100 0.0196 0.0102

NC900P 119 130 0.0245 0.0261

S900C 94
188 226

51 0.0105 0.0124

S900P 63 80 0.0135 0.0281

  주)  : 탄성거동시 소성모멘트 도달할 때의 부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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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9m 균등휨 실험체의 하 -변  계

그림 9. 9m 균등휨 실험체의 모멘트-처짐각 계

2.4.1 순수 철골 트러스 실험체

(1) S375C 실험체

본 실험체는 철골 트러스의 가력에 있어서 스팬을 짧게 함

으로써 횡좌굴의 향을 배제한 내력과 강성을 측정하기 해 

제작한 실험체이다. S375C의 하 -변  계를 그림 10에 

나타낸다. 스팬이 짧고 횡좌굴이 발생하지 않아서 높은 강성

과 내력을 보여주었다. 내력은 상·하 랜지 만에 의한 항복모

멘트(∙∙ )에 하 () 200.5kN을 상회하고 

있고 소성모멘트시의 하 () 241kN도 상회하고 있다.

그림 10. S375C의 하 -변  계

(2) S600C 실험체

슬래 가 없는 철골트러스 실험체 S600C는 합성  비합성 

트러스보다 낮은 강성을 가지고 있음을 그림 4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가력도  약 192kN에서 횡좌굴이 발생하여 최 내

력이 결정되었다.

(3) S900C 실험체

그림 11에 S900실험체의 하 -변  계를 나타낸다. 6m 

실험체(S600C)와 마찬가지로 합성  비합성 트러스보다 낮

은 강성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가력도  약 

94kN에서 횡좌굴이 발생하여 최 내력이 결정되었다. 가력 

결과 최 하 시의 상황을 사진 1, 사진 2에 각각 나타낸다.

그림 11. S900C의 하 -변  계

사진 1. 최 하 시 S900C의 실헙체

사진 2. 최 하 시 S900C의 실헙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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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S900P 실험체

집 하  실험체와 마찬가지로 합성  비합성 트러스보다 

낮은 강성을 가지고 있음을 그림 8, 그림 9에서 확인할 수 있

었다. 하  단계별 변형도는 비합성 트러스의 트러스부와 유

사한 거동을 나타내고 있었다. 가력도  약 63kN에서 횡좌굴

이 발생하여 최 내력이 결정되었다.

2.4.2 합성 트러스 실험체

(1) C600C-A 실험체

실험결과 상당히 높은 강성과 강도를 보여주고 있다. 최 하

은 약 350kN에 도달하 다.

하  단계별 립축의 변화를 보면 립축이 슬래  내부에 

발생하며 콘크리트 슬래 와 철골 트러스가 일체거동 하는 것

을 볼 수 있었다(그림 12).

(2) C600C-B 실험체

체 으로 C600C-A 실험체와 유사한 하 -변  계를 

보여주고 있었다. 강성 한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하  단계별 립축의 변화를 보면 콘크리트 슬래 와 철골 

트러스가 일체 거동을 하며, 립축이 슬래  내에 발생하

고, 하 이 증가함에 따라 립축의 높이가 차 높아지는 것

을 확인할 수 있었다(그림 13). 한 트러스 상 재에 발생하

는 압축변형률이 비교  크지 않은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상

재가 하 에 항하는 역할은 작은 것으로 단된다. 괴

양상은 하 재가 먼  항복하여 최 하 이 발생하 다. 최

하  392kN에서 제하하 다.

(3) C900C 실험체

실험결과 6m 실험체와 마찬가지로 비합성 트러스에 비해 

상당히 높은 강성을 보여주고 있다. 하  단계별 립축의 변

화를 보면 립축이 슬래  내부에 발생하며 콘크리트 슬래

와 철골 트러스가 일체거동 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그림 

13). 최 하 시의 상황을 사진 3, 사진 4에 나타낸다.

사진 3. 최 하 시 C900C 실험체

사진 4. 최 하 시 C900C 실험체

(4) C900P 실험체

가력  약 125kN에 우측 가력  하 재에서 격하게 변

형이 증가하며 처짐이 크게 발생하 다. 실험체 제작상의 결

함이 있던 것으로 악되고 비합성 트러스(NC900P 실험체)

와 최 하 에서 약간의 차이만을 보 다.

 하  단계별 립축의 변화를 보면 립축이 슬래  내부

에 발생하며 콘크리트 슬래 와 철골 트러스가 일체거동 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그림 14). 한 120kN까지는 좌측과 우

측의 변형도가 거의 비슷하나 그 이후로 우측 하 재의 변형

도가 더 많이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다.

2.4.3 비합성 트러스 실험체

(1) NC600C-A 실험체

강도와 강성이 합성 트러스에 비해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

었다(그림 4, 그림 5). 가력도  약 226kN에서 하 이 격

히 떨어졌다.

하  단계별 변형도에서 립축이 슬래  내부와 철골트러

스 내부에 각각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 합성 

트러스와 비교해서 상 재에 발생하는 압축변형도가 상당히 

크게 나타났다. 최 하  242kN에서 제하하 다.

(2) NC600C-B 실험체

NC600C-A와 유사한 하 -변  계  하  단계별 변형

도를 보여주었다. 최 하  226kN에서 제하하 다.

(3) NC900C 실험체

6m 실험체와 마찬가지로 강도와 강성이 합성 트러스에 비

해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그림 6, 그림7).

하  단계별 변형도 한 6m 실험체와 같이 립축이 슬래

 내부와 철골트러스 내부에 각각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 합성 트러스와 비교해서 상 재에 발생하는 압

축변형도가 상당히 크게 나타났다. 최 하  143kN에서 제

하하 다. 최 하 시의 상황을 사진 5, 사진 6에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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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형도

측정 치

하  단계별 변형도

80kN 100kN 150kN 최 하

변형도

측정 치

하  단계별 변형도

90kN 120kN 140kN 최 하

사진 5. 최 하 시 NC900C 실험체

(4) NC900P 실험체

합성 실험체에 비해 강성은 낮으나 최 하 은 약간의 차이

를 보 다. 이것은 앞에서 언 한 바와 같이 C900P 실험체

의 제작상의 문제에서 기인한다고 단된다.

하  단계별 립축의 변화를 보면 립축이 슬래  내부와 

트러스 내부에 각각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진 6. 최 하 시 NC900C 실험체

그림 12. 600C 실험체의 하  단계별 립축의 변화

그림 13. 900C 실험체의 하  단계별 립축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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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형도

측정 치

하  단계별 변형도

220kN 240kN 260kN 최 하

그림 14. 900P 실험체의 하  단계별 립축의 변화

3. 고 찰

3.1 무차원화한 실험결과

각 실험체의 실험결과를 최 하 으로부터 산정된 모멘트

()는 각 단면의 소성모멘트()로, 지  단부의 부재각

()은 탄성거동한다고 가정할 경우 소성모멘트에 도달하는 

변형에 상당하는 부재각()로 각각 무차원화하여 나타내면 

그림 15, 그림 16, 그림 17과 같이 된다.

그림 15는 6m 실험체의 결과이고 그림 16, 그림 17은 9m 

실험체의 결과로서 집 하 과 균등휨의 경우를 각각 나타내

고 있다.

실험체의 반 인 거동은 최  탄성거동을 나타낸 후 콘크

리트 슬래 와 시어 커넥터의 상호작용에 의한 비선형 인 합

성거동으로 강성이 낮아지면서 최 내력에 도달하는 형태라고 

말할 수 있다.

그림 15. 6m 실험체의      계

그림 16. 9m 집 하  실험체의      계

그림 17. 9m 균등하  실험체의      계

3.2 최 내력의 비교

각 실험체의 최 내력을 실험체별 단면의 소성모멘트()

로 무차원화하여 그림 18에 나타낸다. 9m 균등휨 실험체

(C900P)의 제작상의 문제 에 따른 낮은 내력과 철골트러스

(S900C, S900P)의 횡좌굴에 따른 낮은 내력 등이 확인된

다. 그 지만 합성트러스로 제작된 6m 실험체(C600C-A, 

C600C-B)와 9m 실험체(C900C)의 경우 시어 커넥터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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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합성효과로 합성단면의 소성모멘트를 상회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8. 각 실험체의 최 내력

그림 19. 합성효과의 비교

그림 20. 각 실험체의 변형성상

3.3 합성효과에 따른 내력의 차이

시어 커넥터의 유무에 따른 합성효과를 비교하기 하여 그

림 19와 같이 합성트러스의 최 내력을 각 경우의 비합성 트

러스의 최 내력으로 무차원화 하 다. 앞에서도 기술한 바와 

같이 9m 균등휨 실험체(C900P)의 낮은 내력 결과가 있었지

만 시어 커넥터의 역할로 상당한 내력 증가가 있는 것으로 확

인되고 있다.

3.4 변형성상

각 실험체의 변형성상을 그림 20에 나타낸다. 그림에서는 

각 실험체의 최 하 의 지 단부 부재각()을 탄성거동한다

고 가정할 경우의 소성모멘트에 도달하는 변형에 상당하는 

부재각()로 무차원화되어 있다.

철골트러스의 경우는 횡좌굴에 의해 부재변형이 크지 않지

만 합성트러스의 경우 상당한 부재변형을 기 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비합성트러스의 경우는 상 으로 부재변형을 

기 할 수 없는 것이 확인된다.

4. 결  론

본 연구는 H형강을 사용한 합성 트러스의 합성효과를 확인하

기 한 기단계의 연구로서 합성 효과의 유․무에 따른 실험

체를 제작하여 가력실험을 실시하 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

이 요약된다.

(1) 합성 트러스는 비합성 트러스와 비교하면 트러스와 슬래

의 합성효과로 인해 강성과 최 내력이 증가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2) 합성 트러스의 최  내력은 하 재의 항복과 콘크리트의 

압괴 등에 의해 결정되었다.

(3) 시어 커넥터에 의한 합성효과는 상 으로 상당히 크게 

나타났으나 정량 인 평가를 해서는 더 많은 실험결과

를 필요로 한다.

(4) 합성 트러스 상 재의 변형도가 비합성 트러스 상 재의 

변형도에 비해 그 크기가 히 작은 것으로 볼 때 합성

트러스에서 상 재가 하 에 항하는 비 은 높지 않을 

것으로 단된다.

(5) 합성 트러스는 비합성 트러스에 비해 동일 하 에서 처짐

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6) 하  단계별 변형도를 통해 합성 트러스의 경우 상 재는 

비교  작은 변형도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하 다. 따라서 

합성트러스의 경우 상 재의 단면은 하 재 보다 작게 하

고 슬래 에 부담을 주는 것이 효과 이라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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