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강구조학회 논문집 제22권 6호(통권 109호) 2010년 12월 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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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편심 라켓이 설치된 온도 리스트 싱 강재보의 하 항 성능에 한 실험  연구이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강재

보는 편심 라켓을 이용하여 온도 리스트 싱 강 을 편심 설치하여, 기존 온도 리스트 싱 강재보 보다 도입되는 리스트 스  단면강

성을 증  할 수 있다. 제안하고자 하는 공법의 검증을 하여 편심 라켓이 설치된 강재보, 온도 리스트 싱 강재보 등에 한 정 하  재

하시험을 실시하여 강재보의 하 항 성능을 비교 평가하 다. 한 재료비선형성을 고려한 강재보의 구조해석을 실시하고 소성이론에 근거한 

극한하 평가를 통하여 실험결과의 타당성  실설계에 한 용성을 검토하 다. 본 연구결과를 통하여 편심 라켓이 설치된 온도 리스트

싱 강재보가 기존 온도 리스트 싱 강재보 보다 증가된 보강강 의 편심효과로  강성, 항복하   극한하 이 모두 증가됨을 확인하 다.

ABSTRACT： This study evaluates the load-carrying capacity of a thermal prestressed steel beam with an eccentric bracket. 

The steel beam that is proposed in this study has an eccentrically installed cover plate through application of the eccentric 

bracket. The eccentric bracket helps the steel beam achieve greater sectional stiffness and more efficiently induces 

prestress. A material non-linear characteristic applied finite element analysis was also conducted to check the validity of 

the experiments.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ed that the structural stiffness, yield load, and ultimate strength of the 

TPSM-applied steel beam with the eccentric bracket increased due to the eccentricity of the cover plate.

핵 심 용 어 : 강재 라켓, 온도 리스트 싱, 하 항 성능, 하 재하 실험

KEYWORDS : steel bracket, thermal prestressing, load-carrying capacity, loading test



1. 서 론

강구조물 작용응력  내하성능 개선을 하여 강선이나 강

을 이용한 리스트 싱 방법들이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강구조물에 한 리스트 싱 방법은 강구조물의 항복

강도 증가, 높은 하 수 에서 탄성거동을 하게하는 내하성능 

개선, 리스트 싱 도입에 따른 솟음 그리고 사용하  상태에

서의 처짐 감소 등을 장 을 가지고 있다(Shiming 등, 2005; 

Wojciech 등, 2006; 박용걸 등, 2000; 경용수 등, 2005, 

임성순 등, 2006, 김상효 등, 2006). 강선을 이용한 강구조

물의 리스트 싱 방법은 경량의 강선을 이용하여 고정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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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 없이 주부재인 강구조물에 리스트 스싱의 도입이 가능

하며, 추후 필요 시 긴장재의 교체가5)용이하다는 장 이 있다

(Saadatmanesh 등, 1989; 박용걸 등, 2000; Shiming 

등, 2005; Wojciech 등, 2006). 강 을 이용하여 강구조물

에 리스트 싱을 도입하는 방법은 크게 두가지로 나뉘어진

다. 첫째는 강구조물에 휨하 을 재하하여 탄성 휨변형을 유도

한 상태에서 주거더의 상하부 랜지에 부착한 후, 도입된 휨 

하  제거 시 발생하는 변형에 지를 리스트 싱으로 활용

하는 리 션 방법이 있다. 둘째는 강선을 이용한 리스

트 싱 방법과 동일한 개념으로 강 을 활용한 것으로, 강

에 온도변형을 도입하여 강 의 양단을 주거더에 고정한 후 

본 논문에 한 토의를 2011년 6월 30일까지 학회로 보내주시면 토의 회답을 

게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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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TPSM-EB

(b) TPSM-UB

(C) N-TPSM

표 1. 실험체 분류

강 에 도입된 온도변형이 복원되면서 발생하는 온도수축력을 

리스트 싱력으로 활용하는 것이다. 강 을 이용할 경우, 

리스트 싱 도입 효과와 함께 강 에 의한 추가 인 단면강

성 증가를 기 할 수 있어, 하 항 성능과 함께 처짐에 한 

사용성을 개선할 수 있는 장 이 있다(김상효 등, 2006; 안

진희 등, 2007). 하지만 이러한 리스트 싱 방법 등은 단

면강성 증 효과가 작아 장지간화한 형구조물에 용 시 사

용성에 따른 처짐이 과도하게 발생하므로 리스트 싱에 의

한 효과 인 내하성능 개선을 기 하기 어려울 수 있다. 한 

강구조물의 특성상 장지간화 시 부재간의 연결부가 필수 으

로 존재하게 되므로 술한 강 을 이용한 두 가지 리스트

싱 도입 공법의 경우 지간  용 범 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강구조물의 리스트 싱 시 나타날 수 있는 이러한 단

들을 개선하기 해서는 리스트 싱과 함께 단면강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과 함께 기존 리스트 싱 방법과 비

교하여 경제 인 장 이 있어야 효율 인 리스트 싱 방법

으로 장지간 강구조물에 용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하여 

본 연구에서는 그림 1에 나타낸 바와 같이 강재 라켓

(Bracket)이 설치된 강재보에 다단계 온도 리스트 싱 공

법을 용하 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방법은 리스트 싱에 

의하여 강재보에 한 응력도입과 함께 라켓에 의하여 편심 

설치된  리스트 싱 강 에 의하여 단면강성이 편심이 없이 

설치된 경우보다 증가하고, 강재보간 연결부에 설치되는 스

라이스(Splice)의 간섭 없이 설치가 가능하며, 리스트 싱

이 도입된 강재보를 지간에 계없이 용가능하다는 장 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그림 1과 같이 제안된 강재 라켓 구조를 가

진 온도 리스트 싱 강재보의 하 항 성능과 거동을 평가하

기 하여 미보강 강재보와 기존 온도 리스트 싱 보강보 그

리고 라켓 온도 리스트 싱 보강보를 상으로 정 하

항 성능을 평가하 다.

그림 1. 강재 라켓 구조를 가진 온도 리스트 싱 강재보

2. 하 항 성능 평가 실험

2.1 리스트 싱 도입 실험체

본 연구에서는 강재 라켓 구조를 가진 온도 리스트 싱 

도입 강재보에 하 항 성능을 평가하고 비보강 강재보와 기

존 온도 리스트 싱 강재보의 내하성능과 비교하 다.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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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표 1에 나타낸 것과 같이 길이 6,400mm, 지간장 

6,000mm 강재보를 상으로 강재 라켓 구조를 가진 온도

리스트 싱 강재보와, 온도 리스트 싱이 도입된 강재보,온

도 리스트 싱이 도입되지 않은 강재보 등 3가지 종류의 총 

4개 실험체를 제작하 다. 실험에 사용된 강재보는 SS400 강

종의 높이 250mm, 랜지 폭 250mm, 복부 두께 9mm, 

랜지두께 14mm의 H형강이 사용되었으며, 리스트 싱 강

으로는 SM570 강종의 폭 290mm 두께 14mm 강 이 사

용되었다.

강재 라켓 구조를 가진 온도 리스트 싱 강재보의 경우 

강재보와 동일한 높이의 강재 라켓을 하 재하 치를 심

으로 각각 1,000mm 간격으로 4개를 설치하 으며, 강재보와 

라켓은 볼트채결 후 양 끝단을 용 으로 일체화하 다. 한 

하 재하 시 강재보나 리스트 싱 강 보다 강재 라켓에서 

괴가 먼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하여 구조해석을 통하

여 라켓의 길이와 용 량을 계산하 으며, 라켓과 강재보

에 수직보강재를 부착하여 하 재하시 라켓과 강재거더 연결

부에서 발생하는 지압응력을 최소화 하 다. 각각의 강재보에 

한 온도 리스트 싱의 도입은 라켓 구간별로 30℃-50℃

-30℃의 다단계 온도분포를 도입하여 강 의 온도수축에 의하

여 발생되는 리스트 싱력을 다단계로 조 하 으며, 리스

트 싱 단계에 합하게 고장력 볼트를 설계하 다. 리스트

싱 강 과 강재 라켓, 강재보의 연결은 강 이 목표가열온

도에 도달하여 리스트 싱에 필요한 강 의 변형이 도입된 

후, 가열을 지하고 F10T, M24의 고장력 볼트를 체결하

으며, 리스트 싱 강 이 완 히 냉각되어 리스트 싱이 

도입된 이후 리스트 싱 강 과 라켓  강재보를 용 하

여 하 재하 시 발생하는 작용력에 항하도록 하 다.

실험체의 제작은 그림 2에 나타난 것과 같이 H형강을 시험

체 제원에 맞게 제작한 후 하 재하 치와 지 부 그리고 

라켓 설치 치에 수직보강재를 설치하 다. 이후 강재보에 

라켓을 설치한 후, 각각의 실험체 별로 온도 리스트 싱이 도

입되었다. 표 2는 본 연구에서 평가된 실험체의 특성을 요약한 

것으로, 각 실험체별 특징, 리스트 싱 강 의 제원, 시험체

별 립축  단면 2차 모멘트 등을 정리하 다. 단면  측면

에서 강재 라켓 설치 강재보(TPSM-EB)와 온도 리스트

싱 강재보(TPSM-UB)는 비보강 강재보(N-TPSM)의 

252%( 라켓 설치부), 152%( 라켓 비설처부)와 152%이

며, 단면강성 측면에서 강재 라켓 설치 강재보와 온도 리스

트 싱 강재보가 비보강 강재보보다 698%( 라켓 설치부), 

525%( 라켓 비설처부)와 151%이상이다. 따라서 각각의 실

험체별 강재량은 강재 라켓 설치 강재보(TPSM-EB) 

0.178tonf/m, 온도 리스트 싱 강재보(TPSM-UB) 0.107 

tonf/m, 비보강 강재보(N-TPSM) 0.071tonf/m으로 강재

량의 비는 2.52( 라켓 설치): 1.52(온도 리스트 싱): 

1.00(비보강)이다. 그림 3은 실험체별 강재량과 단면 2차 모

멘트 값을 비교한 그래 이다.

그림 2. 강재 라켓 강재보의 온도 리스트 싱 도입 모습

표 2. 편심 강재보 실험체  강재보 실험체 

실험체명 TPSM-EB(I/II) TPSM-UB N-TPSM

특징
라켓 설치  

온도 리스트 싱
온도 리스트 싱 비보강 실험체

리스트 싱 

강

SM570, 폭 

290mm, 

두께 14mm

SM570, 폭 

290mm, 

두께 14mm

-

립축

(하면기 )
260.7mm 213.1mm 95.6mm

단면  

단면 2차 

모멘트

22,636.0mm2

7.38x108mm4

13,638.0mm2

1.60x108mm4

8,998.0mm2

1.05x108mm4

제작수량 2 (I, II) 1 1

그림 3. 실험체별 강재량  단면 2차 모멘트 비교

본 연구에 사용된 H형강은 허용응력 140MPa, 공칭항복강

도가 240MPa인 SS400 강종이며, 리스트 싱 도입용 강

은 온도 리스트 싱 도입으로 인장응력이 도입되게 되므로 

허용응력이 240MPa, 공칭항복강도가 460MPa인 SM570 

강종을 사용하 다. 사용된 강재의 재료특성을 확인하기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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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사용된 강재에 하여 인장강도 실험을 실시하 으며 이

를 표 3에 나타내었다. 표 3에서 본 연구에 사용된 강재의 

재료특성은 도로교설계기 에서 제시되고 있는 강재의 재료

기 을 만족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표 3. 강재의 재료특성

강종
인장시험

항복강도(MPa) 인장강도(MPa) 연신율(%)

SS400 268 488 24

SM570 490 694 32

2.2 실험방법

강재 라켓 구조를 가진 온도 리스트 싱 도입 강재보에 

하 항 성능을 평가를 하여 각각의 실험체에 3  휨 하

이 재하 되도록 하 다. 하 재하는 5,000kN 용량의 

UTM을 이용하 다. 본 연구에 사용한 실험체의 경우, 강재

보의 높이가 낮아 강재보의 항복이 상부 랜지에서 시작되고 

이에따라 상부에 국부좌굴이 발생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실험체의 도 등이 발생 할 수 있으므로, 실험체에는 0.05 

mm/min 속도의 변 가 도입되도록 변 제어방식으로 실험

을 실시하 다.

하 재하에 따른 실험체별 하 -처짐  변형률 계를 평

가하고 거동특성을 비교하기 하여 그림 4와 같이 변형률 

게이지(Strain gauge)  변 계(LVDT)를 설치하 으며, 

DATA logger(TDS-602)를 이용하여 이를 측정하 다. 그

림 5는 편심 라켓이 설치된 강재보의 하 재하 모습이다.

그림 4. 변형률계와 변 계의 설치 치

그림 5. 편심 라켓 설치 강재보의 하 재하 모습

3. 하 - 항성능 평과 결과 분석 

3.1 온도 리스트 싱 도입 결과

리스트 싱 보강 실험의 경우 다단계 온도 리스트 싱이 

도입되므로 실험체의 상부 랜지 상면과 하부 랜지 상면에 

스트 인 게이지를 부착하여 30℃-50℃-30℃의 다단계 온도

분포에 따라 도입되는 온도 리스트 싱 효과를 확인하 다. 

기 수행된 연구결과에서와 같이 온도 리스트 싱은 리스

트 싱 강 의 가열과 냉각단계를 거쳐 최종 목표 리스트

싱력이 도입되었다(안진희, 2007). 편심 라켓이 설치된 

강재보 실험체(TPSM-EB) 두 본(I/II)의 경우 각각 상부 

랜지 상부에는 17.37/17.85MPa의 응력이 하부 랜지 상

부에는 -26.60/-27.90MPa의 응력이 도입되었으며, 최종 

솟음은 2.78/2.84mm가 도입되었다. 온도 리스트 싱 강

재보 실험체(TPSM-UB)의 경우 상부 랜지 상부에는 

9.91MPa의 응력이 하부 랜지 상부에는 -59.20MPa의 응

력이 도입 되었으며 3.78mm의 솟음이 도입되었다. 표 4는 

온도 리스트 싱에 의하여 H형강 시험체에 도입된 최종응력 

 변 를 요약한 것이다. 

계측 치
실험체

TPSM-EB(I/II) TPSM-UB N-TPSM

상부 랜지(MPa) 17.85/17.67 9.91

-하부 랜지(MPa) -27.90/-26.60 -59.20

상향변 (mm) 2.84/2.78 3.78

표 4. H형강 시험체에 도입된 온도 리스트 싱 최종응력  변

3.2 하 재하에 따른 강재보의 괴  변형형상

하 재하에 따른 강재보의 괴  변형은 그림 6과 같이 상

부 랜지와 복부 의 국부좌굴에 의하여 최종 괴형상이 결정

되었다. 본 연구에서 제작된 실험체의 경우 비보강 실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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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PSM)를 제외하고 온도 리스트 싱 도입 실험체들은 

립축이 H형강의 하부 랜지 쪽에 치하므로 재하하 이 

증가함에 따라 상부 랜지에 작용하는 응력이 하부 랜지보다 

크게 증가하게 되므로 최종 괴 모드는 상부 랜지의 국부좌

굴에 의하여 결정되었다. 특히 편심 라켓이 설치된 강재보

의 경우 온도 리스트 싱 도입 보(TPSM-UB)나 비 보강 

실험체(N-TPSM)보다 립축의 치가 낮으므로 상부 랜

지의 좌굴변형이 크게 발생하 으며, 조  단면인 비보강 실

험체에서 좌굴변형이 최소화 되었다. 편심 라켓 설치 강재

보의 경우 그림 6(d)에 나타난 바와 같이 H형강 하부에 부착

된 라켓이 최종 괴단계에서 길이방향의 변형이 나타났다. 

이는 보강부재로 사용된 온도 리스트 싱 강 의 인장변형에 

항하기 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강재인 강 의 단면이 크고 

작용인장력이 크므로 외측 라켓의 길이방향 변형이 발생한 

것으로 단된다.

(a) TPSM-EB

(b) TPSM-UB

(c) N-TPSM

(d) TPSM-EB 실험체의 외측 라켓부의 형상

그림 6. 실험체별 최종 변형모습

3.3 실험 결과  분석

3.3.1 하 재하 실험 결과

편심 강재보와 온도 리스트 싱 보강 강재보의 하 항 성

능을 평가하기 하여 하 재하 실험 결과 나타난 실험체별 하

-처짐 계 곡선과 하 -변형률 계곡선을 그림 7과 그림 8

에 나타내었다. 한 그림 7과 그림 8의 결과를 정리하여 실험

체별 항복하 , 강성, 극한하 을 비교하여 표 5에 나타내었

다. 시험체별 항복하 은 실험체의 H형강의 단면이 항복하

는 것을 기 으로 하기 하여 하부 랜지의 응력이 공칭항복

응력과 동일한 변형률을 가지는 하 을 항복하 으로 정의하

으며, 강성은 탄성 역 내에서의 하 -변 계로 정의하 다

(그림 9).

그림 7과 8에 나타낸 것과 같이 모든 실험체는 탄성 역 내

에서의 선형거동이후 부재 항복에 따라 처짐  변형률의 

격한 변화가 발생하 으며, 칭단면인 H형강 하부에 리스

트 싱 부재를 설치함에 따라 상부 랜지의 압축 좌굴로 인

하여 상부 랜지의 변형률 변화가 먼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N-TPSM 실험체 제외). 편심 라켓을 설치한 강재

보는 비보강 강재보 실험체와 비교하여 항복하 은 158∼

161%, 강성은 233∼301%, 극한하 은 93∼97% 증가하

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온도 리스트 싱 보강 강재보는 비보

강 강재보 실험체와 비교하여 항복하 은 104%, 강성은 

52%, 극한하 은 35%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온

도 리스트 싱 강재보와 비교하여 편심 라켓 설치 강재보

는 항복하 이 26∼28%, 강성이 119∼164%, 극한하 이 

43∼46% 증가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는 H형강의 보강

에 사용된 온도 리스트 싱 강 에 의한 리스트 싱 도입 

효과와 강 의 단면보강효과 그리고 편심 라켓 설치보의 경

우 H형강과 온도 리스트 싱 강  간의 편심으로 인한 단면

강성 증가에 따른 것이다.

그림 8의 하 -변형률 계의 하 증가에 따른 변형률 변화 

계에서 온도 리스트 싱이 도입된 강재보의 립축이 거더 

하면에 있으므로 하부 랜지의 변형률 변화가 고 상부 랜지

의 변형률 변화가 크게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 할 수있다. 본 실

험체의 경우 보강된 H형강의 높이가 매우 낮아 온도 리스트

싱 도입으로 인한 축력이 모멘트 도입 효과가 작아 리스트

싱에의한 압축력 도입효과가 크고 모멘트 도입효과가 작아 

상부 랜지의 좌굴이 먼  발생하게 되나 H형강의 높이가 높

은 경우 본 실헙결과 보다 도입 모멘트 효과가 크게 되므로 최

종 하 항 성능 단계에서 발생하는 상부 랜지의 좌굴 상은 

감소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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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하 -처짐 계곡선

(a) TPSM-EB(A) 실험체의 하 -변형률 계곡선

(b) TPSM-EB(B) 실험체의 하 -변형률 계곡선 

(c) TPSM-UB 실험체의 하 -변형률 계곡선

(d) N-TPSM 실험체의 하 -변형률 계곡선

그림 8. 하 -변형률 계곡선

TPSM-EB(I)TPSM-EB(II) TPSM-UB N-TPSM

항복하 (kN) 318.7 314.3 248.9 121.9

항복비 2.61 2.58 2.04 1.00

강성(kN/mm) 15.3 18.5 7.0 4.6

강성비 3.33 4.01 1.52 1.00

극한하 (kN) 386.0 378.7 264.5 195.9

극한 하 비 1.97 1.93 1.35 1.00

표 5. H형강 시험체의 항복강도  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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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하 -처짐 계곡선

그림 10은 각각의 실험체별 하 -처짐분포 계를 재하하

의 수 에 따라 나타낸 것으로 처짐분포 역시 하 -처짐 계

에서와 동일하게 동일하 에서 편심 라켓 설치강재보와 온

도 리스트 싱 강재보의 처짐이 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 TPSM-EB(A) 실험체의 하 -처짐 분포 계곡선 

(b) TPSM-EB(B) 실험체의 하 -처짐 분포 계곡선 

(c) TPSM-UB 실험체의 하 -처짐 분포 계곡선

(d) N-TPSM 실험체의 하 -처짐 분포 계곡선

그림 10. 하 -처짐 분포 계곡선

3.3.2 구조해석 결과와 비교

본 연구에서 수행한 편심 라켓이 설치된 강재보의 하

항성능 실험결과를 구조해석과 비교․분석하기 하여 그림 

11과 같이 각각의 실험체를 범용 유한요소해석 로그램인 

LUSAS 14.1을 이용하여 모형화하고 온도 리스트 싱 도입

해석을 한 탄성해석과 하 항성능을 평가하기 한 재료비

선형해석으로 구분하여 구조해석을 실시하 다. 상 실험체에 

한 구조해석시 각각의 실험체는 H형강의 복부와 수직보강

재, 그리고 라켓의 복부는 4  쉘요소를 용하 고, H형

강의 상·하부 랜지와 라켓의 상·하부 랜지와 수직보강재, 

온도 리스트 싱 강 은 8  솔리드요소를 사용하여 모형

화하 다. 탄성해석의 경우, 강재의 재료특성은 하 에 따라 

선형 으로 거동한다고 가정하 다. 재료비선형해석의 경우, 

강재의 인장실험을 통하여 얻어진 결과에 기 하여 강재의 항

복하   항복 후 재료의 탄성계수변화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항복 (fy)를 기 으로 Bi-linear하게 거동하도록 재료특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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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하 다. 그림 12는 재료비선형해석 시 용된 재료의 응

력-변형률 계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11. 편심 라켓 설치 강재보의 유한요소 해석 모형

ey

fy
fu

ec

fc

eu
eyeu

fu
fy

그림 12. 구조해석에 사용된 강재의 응력-변형률 계

구조해석 결과와 실험결과를 비교하여 그림 13의 하 -처짐

계와 표 6과 표7에 온도 리스트 싱 도입에 따른 각각의 

실험체별 도입 리스트 싱효과  항복하 , 강성비를 나타

내었다. 표 6에 온도 리스트 싱에 의하여 각각의 실험체에 

도입된 리스트 스 효과를 요약하여 나타낸 것으로 모든 시

험체에 도입된 솟음량과 응력이 구조해석과 매우 근사한 결과

를 나타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3의 하 -처짐 

계  표 7에 나타나있는 하 재하에 따른 실험체별 항복하

과 강성비 계에서 해석결과와 실험결과와 해석 결과과 매우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으며, 항

복하  이후 극한거동이후에서는 실험결과가 해석결과보다 크

게 나타나고 있으며 강성 한 모든 실험체에서 해석결과보다 

실험결과가 크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림 13. 해석  실험에 따른 실험체별 하 -처짐 계곡선 

TPSM-EB(I)TPSM-EB(II)TPSM-UB

실험 솟음량(mm) 2.84 2.78 3.78

해석 솟음량(mm) 2.87 2.87 3.16

솟음비(실험/해석) 0.99 0.97 1.20

실험 상부 랜지 

응력(MPa)
17.85 17.67 9.91

해석 상부 랜지 

응력(MPa)
18.59 18.59 9.31

응력비(실험/해석) 0.96 0.95 1.06

실험 상부 랜지 

응력(MPa)
-27.9 -26.6 -59.2

해석 상부 랜지 

응력(MPa)
-29.1 -29.1 -51.2

응력비(실험/해석) 0.96 0.92 1.16

표 6. 실험  구조해석에 따른 리스트 싱 효과 비교 

TPSM-EB(I) TPSM-EB(II) TPSM-UB N-TPSM

실험 

항복하 (kN)
318.7 314.3 248.9 121.9

해석 

항복하 (kN)
321.8 321.8 211.5 135.0

항복비

(실험/해석)
0.99 0.98 1.18 0.90

실험 강성비

(kN/mm)
15.3 18.5 7.0 4.6

해석 강성비

(kN/mm)
14.8 14.8 6.9 4.5

강성비

(실험/해석)
1.03 1.25 1.01 1.02

표 7. 실험  구조해석에 따른 항복강도  강성 비교

3.3.3 편심 라켓이 설치된 강재보의 극한강도 평가

본 연구에서 실시한 편심 라켓이 설치된 강재보 실험체와 

온도 리스트 싱 실험체 등에 한 이론  극한강도를 그림 

14와 식(1)∼(7)에 따라 평가하 으며 그 결과를 표 8에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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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PSM-EB(I) TPSM-EB(II) TPSM-UB N-TPSM

실험 

극한하 (kN)
386.0 378.7 264.5 195.9

이론 

극한하 (kN)
592.0 592.0 213.0 167.4

극한하 비

(실험/이론)
0.65 0.64 1.24 1.17

표 8. 실험  이론 극한하  비교

내었다. 표 8에 나타난 것과 같이 온도 리스트 싱 실험체

(TPSM-UB)와 비보강 실험체(N-TPSM)의 실험 극한하

이 이론 극한하 보다 크게 나타났으나 편심 라켓이 설치된 

실험체의 실험 극한 하 은 이론 극한하 의 65% 수 으로 

평가되었다. 한 편심 라켓 설치 강재보가 단면 2차모멘트 

측면에서 비보강 강재보보다 698%( 라켓 설치부), 525%

( 라켓 비설처부)로 크게 설계되었으나 실험결과에서는 비보

강 강재보 실험체와 비교하여 항복하 은 158∼161%, 강성

은 233∼301%, 극한하 은 93∼97%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러한 결과는 하 재하에 따라 강합성 보의 처짐이 발

생함에 따라 리스트 싱 강 과의 편심거리가 감소되고 H형

강 단면에서의 좌굴이 발생됨에 따라 편심 라켓의 횡방향 변

형이 발생함에 따라 실험결과가 설계 강성  이론 극한하  

보다 작게 나타나는 것으로 단된다. 이는 최종하 상태에서

도 편심 라켓이 강체거동을 할 수 있도록 설계하고 강 과 

H형강 거더의 편심거리가 유지되도록 한다면 설계 강성과 이

론 극한하  결과가 유사하게 나타날 것으로 단된다.

h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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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강재보 실험체의 소성 립축

     (1)

     (2)



   
(3)

  


      
(4)



   
(5)

  

    
(6)

        (7)

여기서 소성 립축을 기 으로 는 압축부의 강도이고, 

는 인장부의 강도이다. 은 압축부에 치한 랜지의 면

이고, 와 는 인장부에 치한 랜지와 커버 이트

의 면 이다. 는 강재보의 항복하 이고, 는 커버 이

트의 항복하 이다. 와 , 그리고 는 압축부에 

치한 상부 랜지와 복부, 그리고 하부 랜지 압축부의 압축강

도이며, 와 는 인장부에 치한 하부 랜지 인장부와 

커버 이트의 인장강도이다. , , , , 그리고 

는 변화된 소성 립축에서 , , , , 그리고 

의 거리를 나타낸 것이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강재 라켓 구조를 가진 온도 리스트 싱 

강재보의 하 항 성능과 거동을 평가하기 하여, 미보강 

강재보와 기존 온도 리스트 싱 보강보 그리고 라켓 온도

리스트 싱 보강보를 상으로 하 재하시험을 실시하 다. 

재하시험을 통하여 각 시험체별 항복하   강성과 극한하

에 한 평가를 통하여, 하 항성능을 평가하 다. 한 실

험결과를 시험체의 재료비선형해석결과와 비교하여, 실험결과

의 타당성  실 구조물에 한 용성 평가를 실시하 으며, 

소성이론에 근거한 시험체의 극한하  이론값을 도출하여 이

를 실험결과와 비교하 다. 본 연구를 통하여 얻은 결론은 다

음과 같다.

(1) 본 연구에서 실시한 강재 라켓 구조를 가진 온도 리스

트 싱 강재보의 경우, 동일한 주거더를 갖는 일반 무보

강 강재보와 동일한 강 으로 보강된 온도 리스트 싱 

도입 강재보와 비교하여, 구조물의 항복하   강성과 

극한하 이 모두 크게 증가함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따라

서 실구조물 용 시 구조물의 장지간화  경제  단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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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이 가능할 것으로 단되며, 라켓을 이용하여 강 의 편

심량을 확보하기 때문에 분 제작된 강재보의 합부에 

한 간섭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2) 소성이론에 근거한 실험체 별 극한하 의 평가결과, 무보

강 강재보와 기존 온도 리스트 싱 보강보의 경우 실험

결과가 이론결과보다 약 20%정도 크게 나타났으나, 

라켓 구조를 가진 온도 리스트 싱 강재보의 경우, 실

험결과가 이론결과의 65% 수 으로 나타났다. 이는 하

재하시험 시 가력되는 하 이 증가함에 따라 실험체에 

용된 라켓이 횡방향 변형이 발생되고, 강 과 주거

더 간의 편심거리가 감소되어 실험체의 강성과 이론 강

성간의 차이가 나타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이는 

실구조물 설계 시 라켓이 강체거동을 할 수 있도록 설

계하고 강 과 주거더의 편심거리가 유지되도록 한다면 

실험결과와 이론결과가 유사한 값을 나타낼 것으로 단

된다.

(3) 정 하 재하 실험과 유한요소해석 로그램의 재료비선

형해석 결과를 비교한 결과, 실험결과의 항복하 과 강

성이 비교  크게 나타났으나, 두 결과가 매우 유사함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하여 정 하 재하 실험에 

한 신뢰도를 확보할 수 있었다. 추후 실구조물에 한 설

계 반  시, 편심 라켓이 설치된 강재보의 거동특성은 

구조해석을 통하여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4) 본 연구는 실구조물 용에 앞서 실험실 규모의 연구로

서, 해당 구조물의 용성 평가를 한 연구 다. 그러나 

향후 실물 크기의 실험을 통하여, 구조물의 좌굴특성  

라켓 부분의 거동, 그리고 극한상태에서의 거동특성과 

구조해석과의 비교 등에 한 연구가 행해져야 할 것으

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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