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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크리트채움 U형 강재보 -콘크리트 기둥 합부의

내진성능

SeismicResistanceofConcrete-filledU-shapedSteelBeam-to-RC

ColumnConne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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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콘크리트 채움 U형 강재보와 철근콘크리트 기둥으로 구성된 합부의 내진 상세를 개발하 다. 합부 내진성

능을 평가하기 하여 세 개의 보-기둥 합부 실험체를 반복주기하 에 하여 실험하 다.보춤과 기둥 단면 형상을 실험 변수로 하 다.

합성보의 춤은 슬래 두께를 포함하여 610mm,710mm이며,철근콘크리트 기둥은 사각단면과 원형단면이 사용되었다. 합부를 보강시키

기 하여 사각단면 기둥과 원형단면 기둥에 각각 각 철근과 외다이어 램 강 을 사용한 특수 상세가 사용되었다.실험 결과 실험체는 강

도와 변형능력,에 지 소산에 있어서 우수한 성능을 보여주었다.변형능력은 특수모멘트골조 기 인 4% 이상의 층간변 각을 발휘하 다.

ABSTRACT：Inthisstudy,theseismicdetailsofaconcrete-encased,U-shapedsteelbeam-to-RCcolumnconnectionwere

developed.Threespecimensofthebeam-to-columnconnectionweretestedundercyclicloadingtoevaluatetheseismic

performanceoftheconnection.Thetestparameterswerethebeam depthandthecolumnsectionshape.Thedepthsof

thecompositebeamswere610and710mm,includingtheslabdepth.FortheRC columns,asquaresectionanda

circularsectionwereused.Specialdetailsusingdiagonalre-barsandexteriordiaphragm plateswereusedtostrengthen

theconnectionswiththerectangularandcircularcolumns,respectively.Thetestresultsshowedthatthespecimens

exhibitedgoodstrength,deformation,andenergydissipationcapacities.Thedeformationcapacityexceeded4% interstory

driftangle,whichistherequirementfortheSpecialMomentFrame.

핵 심 용 어 :TSC보;RC기둥;PHC기둥;내진성능실험;특수모멘트골조

KEYWORDS:TSCbeam,RCcolumn,PHCcolumn,Seismicperformancetest,SpecialMomentFrame

1.서 론

최근 들어 재료의 효율 인 이용을 하여 구조부재에 혼합

재료 용이 증가하고 있으며,강재와 철근콘크리트의 합성구

조가 표 이다.보에 한 일반 인 합성구조의 형태는 H

형 강재보와 상부 슬래 로 구성된 합성보이다.근래 들어 다

양한 형태의 합성보가 개발되고 있는데,이러한 형태의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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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합성보 의 하나로서 TSC보가 있다.TSC보는 비교

얇은 강 으로 만들어진 U형8)강재단면과 속채움 콘크리

트 상부슬래 로 구성된다.강재단면에는 경제성을 하여

비교 얇은 6mm 는 8mm 두께의 강 이 사용되며 최근

에는 강 을 냉간성형하여 U형의 단면을 제작한다.(그림 1)

속채움 콘크리트는 사용하 상태에서 보의 강성을 크게 증가

시키며,얇은 강 의 좌굴을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상부슬래

본 논문에 한 토의를 2011년 8월 31일까지 학회로 보내주시면 토의 회답을

게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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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체 S1 S2 S3

보

(1)콘크리트 강도 (MPa) 32.6 28.9 32.6

(2)슬래 철근
4-D25+

6-D10

4-D25+
4-D10

(3)철근 항복강도 (MPa) 515.6

(4)TSC강 항복강도(MPa) 466.1 435.2 466.1

(5)TSC폭 (mm) 270

(6)TSC춤 (mm) 450 550 450

(7)TSC강 두께 (mm) 6 8 6

(8)TSC단면 (mm2) 8351 11135 8351

(9)슬래 폭 (mm) 1690

(10)슬래 춤 (mm) 160

(11)스터드 간격 (mm) 2-φ16@115

합성단

면

(12)소성 정모멘트

성능1)Mp
+ (kN⋅m)

1489 2152 1489

(13)소성 부모멘트

성능1)Mp
-(kN⋅m)

1161 1668 1161

TSC

강

단면

(14)소성 정모멘트

성능1)Mp
+ (kN⋅m)

546 929 546

(15)소성 부모멘트

성능1)Mp
-(kN⋅m)

546 929 546

기둥

(16)콘크리트강도fck(MPa) 35.0 33.1 45.6

(17)기둥 형태 (치수)
사각형 (800mm ×

800mm)

원형
(φ800mm)

(18)주철근 20-D32

(19)철근 항복강도 (MPa) 541.2

(20)휨모멘트성능1)(kN⋅m) 3573 3498 3066

(21)기둥모멘트 성능 /보모멘트

성능
2.70 1.83 2.31

1)재료실험결과를바탕으로계산한합성단면성능

표 1.실험체 구성

270mm

두께 : 
6mm, 8mm

TSC

스터드

휨철근
(필요한경우)

내부채움
콘크리트

콘크리트
슬래브

450, 550mm

그림 1.TSC보 단면

는 보의 춤을 증가시키며,필요시에는 철근을 배근하여 보-

기둥 합부에서 부모멘트를 달한다.

이런 형태의 합성보는 정모멘트를 받는 단순지지보에 가장

효율 인 구조부재로 사용될 수 있으나,최근에는 내진성능이

요구되는 보-기둥 합부에 용하기 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KBC 2009( 한건축학회,2010) AISC 341

(AISC,2005)에서는 보-기둥 합부의 층간변 각에 한

요구조건으로서 간모멘트골조에 하여 0.02rad.특수모

멘트골조에 하여 0.04rad.을 요구하고 있다.이때,최 변

형에서 보의 공칭소성모멘트능력의 80%가 유지되어야 한다.

H형 강재보와 철근콘크리트기둥의 합성골조에 한 연구는

Sheikh등 많은 연구자들(Sheikh등,1988;Gustavo등,

2000;Xuemei,2004;Cheng,2005;이은진,2004)에

의하여 수행되었다.연구내용은 주로 H강재보와 철근콘크리

트 기둥사이에 힘을 원활하게 달하기 한 합부내의 상

세에 을 두었다.기존 연구의 실험결과 합부에서 지압

이트,밴드 이트,커버 이트,스터럽을 보강하는

것이 합부의 강도 연성능력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그러나 일부 실험체에서는 콘크리트 합부 내에서 강재

보의 슬립변형으로 인하여 에 지 소산능력은 일반 강재보-

강재기둥 합부에 비하여 다소 감소되었다.

U형 합성보와 콘크리트기둥 합부의 내진성능에 한 연

구는 보고된바 없으며,U형 합성보와 SRC합성기둥에 한

내진성능연구는 김성배 등(2006)에 의하여 수행되었다.실

험결과 속채움 콘크리트가 U형 보에 사용되는 얇은 강 의

좌굴을 억제하여, 격한 하 재하능력의 감소없이 4%의 연

성능력을 나타냈다.

본 연구에서는 U형 강재보의 일종인 TSC합성보와 콘크리

트기둥의 실물크기 합부에 한 내진성능을 검증하 다.이

를 하여 다음과 같은 세부 인 연구를 수행하 다.

1)TSC합성보와콘크리트기둥의 합부의내진성능을향상

시키고,TSC공법과 선조립철근콘크리트기둥 공법에

합한보-기둥 합부내진상세를개발하 다.

2) 합부성능을검증하기 하여주기하 을받는세개의

실험체에 한실물크기실험을실시하 다.

3)실험결과의 분석을 통하여,강도,변형능력,에 지소산

능력, 합부 단강도를평가하고,개발된 합부상세가

내진구조로 합한지를검토하 다.

2.실험 계획

3개의 십자형 실험체 S1,S2,S3가 제작되었다.(표 1,그

림 2)보에는 TSC합성보가 사용되었으며,콘크리트 기둥에

는 S1,S2실험체에 해 사각단면기둥이,S3실험체에

해 원형단면기둥이 사용되었다.보의 총스팬  6760mm

이며,순기둥높이  2500mm이다.내부 합부를 가정하

여 기둥 내부에 직교방향으로 교차보(Cross-beam,그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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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mm 두께 U 형강재보
D13@150

4-D16 (상부대각철근)

20-D32

상부철근
4-D25

2500 mm

2980 mm AA

B

B

단면 A-A

800

800

D13@150

D16@150

B

B

1690 mm

D25D10 D10@200

450mm 춤 TSC

4-D22 (하부대각철근)

20-D32

D10@150

TSC와기둥철근
용접접합부

TSC 보
TSC 브라켓

횡지지

6760 mm

단면 B-B

450

160

270

1690

플랜지철근
4-D25

슬래브철근
6-D10

스터드
교차보

평면

메탈데크

88 142

118 112

75

450

160

각보의스터드
개수= 58앵글@600mm

스터드

스터드

TSC 보

교차보

(a)S1

그림 2.실험체 상세

3)를 사각단면기둥에서는 기둥 심에서 기둥표면까지,원형

단면기둥에서는 외다이어 램 설치를 하여 기둥표면에서

130mm 떨어진 지 까지 설치하 다.실험체는 강기둥-약보

설계 개념을 사용하여 설계되었다.(표 1(21))TSC합성보

는 KBC 2009강구조 설계기 을 바탕으로 설계되었으며,

콘크리트 기둥 슬래 설계 상세는 KBC2009의 콘

크리트기 을 사용하 다.

표 1에 실험체의 구성이 소개되었다.주요 실험변수는

TSC보의 크기(S1:××,S2:×× mm)

와 기둥 형태(S1,S2:사각단면 ×,S3:원형단면

mm)이다.춤 450mm TSC보에 해서 6mm 두께의

강 이 사용되었으며,춤 550mm TSC보인 경우에는 8mm

두께의 강 이 사용되었다.TSC보 상부에는 폭 1690mm,

두께 160mm의 메탈데크 슬래 가 설치되었으며,정모멘트

와 부모멘트에 100% 합성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스터드

를 배치하 다.(표 1(11))메탈데크는 단순 거푸집용으로 강

두께 1.6mm,데크 골 깊이 75mm의 기성제품이 사용되

었으며,골방향은 보의 직각방향으로 배치하여 합성보의 휨내

력에 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 다.표 1(12),(13),(20)에

서 보와 기둥 모멘트 성능은 재료 실험결과를 기반으로 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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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D32

상부철근
4-D25

2500 mm

2980 mm AA

B

B

D13@150

D16@150

450mm 춤 TSC

B

1690 mm

D25D10 D10@200

강판-9t

횡지지

TSC 보

6760 mm

1690

160

플랜지철근
4-D25

단면 B-B

270

450

6mm 두께 U형강재보

평면

TSC와외다이어프램
강판의용접접합부

TSC 브라켓

B

단면 A-A

800

20-D32

강관 12t

교차보

슬래브철근
4-D10

앵글@600mm

각보의스터드
개수= 58

스터드

메탈데크

88 142

118 112

75

450

160

스터드

스터드

교차보

(b)S2

그림 2.실험체 상세 (계속)

소성모멘트이며,강기둥-약보 설계 개념에 의해 상하 기둥 모

멘트 합이 좌우 보의 모멘트 합의 1.2배 이상이 되도록 하

다.(표 1(21))

그림 3(a)는 실험체 S1의 실험장치를 나타낸다.기둥 하부

는 핀지지 되었으며,보 양끝은 좌우 횡변 가 가능하도록 롤

러지지 되었다.양쪽 보 하부에는 1000kN로드셀을 설치하

여 반복하 이 가력되는 동안 보 단부에 작용하는 반력을 계

측하 다.슬래 의 평면격막작용을 모사하기 하여 슬래

콘크리트에 횡지지를 설치하 다.(그림 2)하 은 기둥 상부

에서 최 용량 2000kN,최 스트로크 ±250mm인 가력

기를 사용하여 반복가력을 하 으며,하 계획은 표 2와 같

다.층간 변 비가 4.0% 이상인 경우에는 1.0%씩 증가시키

면서 2싸이클을 반복가력하 다.그림 3(b)는 실험 계측

을 한 변 계와 변형률 게이지 설치 치를 나타낸다.변

계를 이용하여 실험체의 층간변 (C) 보 단부의 비탄성

휨 변형(A),패 존 변형(B),지지 의 변 (D)를 계측하

으며,변형률 게이지를 통하여 TSC보 강 의 변형,슬래

철근 변형, 합부 내부 철근 변형 등을 계측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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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 가력 횟수 층간 변 각 (%) 변 (가력기 스트로크),mm

6싸이클 ±0.375 ±9.375

6싸이클 ±0.5 ±12.5

6싸이클 ±0.75 ±18.75

4싸이클 ±1.0 ±25.0

2싸이클 ±1.5 ±37.5

2싸이클 ±2.0 ±50.0

2싸이클 ±3.0 ±75.0

2싸이클 ±4.0 ±100.0

표 2.실험체 하 계획

(a)실험 장치

(b)변 계 스트 인 게이지 설치

그림 3.실험체 S1의 실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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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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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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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 단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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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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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500

(b)S3

그림 4.보-기둥 합부 상세

3. 합부 상세

그림 4(a)는 TSC보-사각단면기둥 실험체 S1의 합부 상세

를 나타낸다.기존의 H형 강재보-RC기둥의 합부에서는 반

복하 을 받는 동안 보 랜지와 기둥 합면의 콘크리트 지압

괴로 인한 합부 괴를 방지하기 하여 보-기둥 합부에

커버 이트 밴드 이트를 설치하 다.(Gustavo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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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Xuemei,2004;Cheng,2005;이은진,2004)그

러나 이러한 합부 보강은 별도의 내화피복을 설치해야 하

는 어려움이 있다. 한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기둥철근은 선

조립 공법으로 공장에서 제작되도록 계획되었다.이러한 들

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기존방법과 다른 합부 상세를

개발하 다.주기하 을 받는 강재보와 RC기둥사이의 미끄

러짐 변형을 방지하고 힘을 직 달하기 해서 강재보와

기둥철근을 직 연결하 다.이를 하여 합부를 통하는

TSC보 상하부에 각각 기둥철근과 연결되는 각 보강철근

A1(D16),A2(D22(S1),D25(S2))를 용 하 다.(그림

4(a)) 특히, 하부 각철근 A2는 상하 밴드띠철근

B(D22(S1),D25(S2))와 일체화되도록 용 되었다.기둥

타이근은 ㄱ형태로 배근하여 TSC보 웨 에 각각 구멍을 뚫

어 통시킨 후 통지 을 용 하 다(C). 합부내에서

TSC보가 교차하는 지 의 TSC보 상부 랜지는 두께

6mm의 강 (D)으로 용 하여 일체화하 다.교차보도 동일

한 방법으로 기둥철근과 연결되었다.교차보는 합부에서

TSC강재보외부의 콘크리트가 단에 항할 수 있는 메커

니즘을 제공한다.(5장 참조)교차보가 없는 경우에 외부 콘

크리트가 합부 단에 항력을 제공하기 해서는 기존의

방법에서 사용되고 있는 지압 이트 는 커버 이트등

이 요구된다.

언 된 바와 같이 TSC 라켓과 기둥철근 합부는 공장

제작되기 때문에 정 한 용 이 가능하다.일체화로 선조립된

기둥철근과 TSC 라켓은 장에 운반 설치되며 고력볼트

이음을 사용하여 TSC보와 연결된다. 고력볼트는 M22

(F10T)를 상부 랜지에 8개,웨 에 20개(S1,S3),24개

(S2),하부 랜지에 16개(S1,S3),20개(S2)를 사용하

다.실험체 S2의 경우 TSC보의 춤이 증가한 것을 제외하고

S1의 상세와 동일하다.

그림 4(b)는 TSC보-원형단면기둥 실험체 S3의 합부 상

세를 나타낸다.원형기둥은 장타설 콘크리트로 직 제작하

거나 는 리캐스트 고강도 말뚝으로 사용되는 PHC를 기

둥을 사용할 수 있다. 장타설 콘크리트로 만들어지는 경우

에는 S1과 동일한 합부 상세를 사용할 수 있다.다만,제

안된 방법에서는 경제성을 하여 원형기둥은 리캐스트 고

강도 말뚝으로 사용되는 PHC를 사용하는 것으로 가정하

다.PHC기둥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장에서 미리 제작 후

장에서 설치만 하는 제작공정상 합부내에 TSC보가 통

할 수 없으므로 PHC기둥과 일체로 만들어진 두께 12mm,

길이 665mm의 외부강 (A)에 TSC보의 웨 와 하부 랜지

가 강 에 용 되었다. 합부의 보강을 하여 기둥 합면

에서 100mm 떨어진 지 에서 두께 6mm의 강 으로 팔각

형 형태의 수직 외다이어 램(B)을 형성하 으며,기둥과 강

사이에는 채움 콘크리트(C)를 타설하 다.상부 슬래 주

철근 D252개는 커 러(D)를 통하여 기둥에 정착시켰으며,

기둥 반 편 철근으로 힘이 연속되도록 리캐스트 콘크리트

기둥 제작시에 기둥내부에 두께 12mm,폭 100mm의 강

(E)으로 커 러가 용 된 부 의 강 을 연결하 다.PHC

기둥 내부는 TSC보의 콘크리트를 타설하면서 채움 콘크리트

(F)를 타설하 다.

행 설계기 지침서에 의한 단강도 평가는 5장에

나타나 있다.

4.실험결과

4.1하 -변 계

그림 5는 반복하 을 받는 실험체의 기둥 상부 횡하 과

층간변 (Storydriftangle) 계를 보여 다.여기서 층간

변 는 지지 의 강체변 를 모두 제거한 순 변형을 나타낸

다.그림 5에서 
와 

는 보의 소성모멘트(표 1(12),

(13))에 근거하여 계산된 보-기둥 합부의 횡하 재하능력

이다.그림에 나타난 바와 같이 실험체의 하 재하능력은

S1,S2의 경우 측하 으로 구한 를 과하 고,S3은

에 근 한 결과를 보여주었다.모든 실험체는 3%의 층간

변 각에서 최 하 에 도달하 으며,4% 이상의 층간변

각까지 최 하 을 유지하 으므로 특수모멘트골조 요구조

건을 만족함을 보여주었다.특히 S2는 6%까지의 큰 변형능

력을 보여주었다.S3는 첫 번째로 실험이 수행되었으며,가

력기의 고장으로 인한 스트로크 제한으로 인하여 층간변 각

+6%의 첫 번째 주기하 에서 가력을 지하 다.그림 5

(a),(b)에서 나타나 있듯이 사각기둥의 S1,S2실험체는

핀칭 상은 크지 않았으며,우수한 에 지 소산능력을 나타

내었다.이러한 결과는 TSC보와 기둥 철근과의 용 합과

교차보(Cross-beam)의 향으로 인하여 미끄러짐 변형이

크지 않았음을 가리킨다.반면에 외다이어 램 보강을 사용한

원형기둥의 S3실험체는 S1,S2실험체보다 다소 큰 핀칭

상을 보 다.

그림 6에서는 로드셀을 이용하여 보 단부의 수직반력을 계

측한 결과를 나타낸다.그림 6(a)에서 보의 수직반력 ,

은 실험체 보의 횡변 에 따른 지그의 회 각 를 반

하여 로드셀 , 계측하 으로부터 계산되었다.그

림 6(b)에서는 계측된 보 소성 변 각과 보 수직반력으로부

터 구한 보 모멘트 실험값(=×보의 길이 는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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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1

(b)S2

(c)S3

그림 5.횡하 -층간 변 계 그림 7.층간 변 각에 따른 실험체 강성 변화

cH

bL

V

cH

2

Hd Hd

v2R

h2R

v1R

h1R

q q
1LC 2LC

(a)계측 하 에 의한 수직 반력 계산

(b)로드셀로 계측한 보 모멘트 성능

그림 6.실험체 S2의 보 반력 계측 비교

의 길이)의 계를 재료강도에 기 하여 계산된 보 휨모멘트

강도 
,

(표 1(12),(13))와 비교하 다.보 단부 회

각 는 그림 3(b)A의 계측 결과로부터 구할 수 있다.보

는 4% 이상의 회 각을 발휘하 고,반력으로부터 구한 정

모멘트와 부모멘트는 측값과 유사한 결과를 보 다.이러한

결과는 행기 에 의하여 TSC 합성보의 휨모멘트 성능을

측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

그림 7은 각 층간변 의 첫 번째 싸이클에서 평균 강성의

변화를 보여 다.여기서 평균 강성은 그림 5의 각 층간변

첫 번째 하 싸이클에서 최 와 최소 하 의 차이를 그에



황 종․박홍근․이철호․박창희․이창남․김형섭․김성배

90 한국강구조학회논문집 제23권 1호(통권 110호)2011년 2월

하부플랜지파단

기둥타이철근파단6% 층간변위각에서
슬래브철근좌굴(S2)

5%(S1), 6%(S2) 층간
변위각에서 TSC 보
강판좌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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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괴

A B

C 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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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브와외다이어
프램접합부파단

TSC보웨브좌굴

A B

C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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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래브철근좌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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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S3

그림 9.실험체의 괴 양상

(a)S1

(b)S2

그림 8.실험 종료시 보-기둥 합부의 표면 손상

응하는 변 차이로 나 어서 구하 다.(그림 7참고)일반

으로 층간변 가 증가할수록 강성이 감소되는 경향을 보여

주었으며,보의 춤이 가장 큰 S2의 강성이 가장 크게 나타났

다.S3의 경우 기 격한 강성 감 이후 층간변 각이

2%부터 S2와 유사한 강성을 보 다.S3는 그림 5(c)에서

나타나있듯이 S1,S2와 달리 1%의 층간변 각까지 하 증

가가 크지 않아서 기 격한 강성 감이 발생하게 되었으

며,이는 원형기둥면의 강 과 외다이 램의 기변형으로 인

한 것으로 단된다. 체 으로 모든 실험체에서 4%의 층

간변 각의 강성은 기 강성의 35% 다.

4.2실험체 괴 양상

그림 8은 사각형기둥 실험체인 S1,S2의 실험 종료 후

합부의 균열 발생 피복 콘크리트가 탈락된 양상을 나타낸

다.상 으로 기둥 단력이 작은 S1은 합부에서 잔균열

이 많이 발생하 다.(그림 8(a))슬래 균열은 3% 층간변

각에서 발생하기 시작하 으며,이후 5% 층간변 각에서

TSC보의 웨 와 하부 랜지 강 좌굴과 기둥 피복 콘크리

트 탈락이 발생하 다.S2의 경우 균열폭이 S1에 비해 증가

하 으며,피복 콘크리트 탈락량도 증가하 다.(그림 8(b))

3% 층간변 각에서 패 존 피복 콘크리트 탈락이 시작되었

으며,보와 합되는 기둥면의 피복 콘크리트는 4% 층간변

각에서 탈락되기 시작하 다. 한,층간변 각 6%에서

TSC보의 강 좌굴이 발생하 으며,슬래 철근의 좌굴이

발생하면서 슬래 균열이 크게 증가하고 슬래 상부 콘크

리트 피복이 탈락되었다.S3에서는 외다이어 램으로 인하여

패 존의 손상을 찰할 수 없었다.

그림 9(a)는 S1과 S2의 괴 양상을 보여 다.S1의 주요

괴양상으로는 TSC보 강 좌굴(D),TSC보 하부 랜지와

기둥 횡보강 철근사이 용 부에서 강 의 단(E),기둥 타이

근과 TSC보 웨 가 용 된 부 의 타이철근 단(B)이 발생

하 으며,TSC보 하부 기둥 합면에서 콘크리트의 압괴(C)

가 발생하 지만,TSC보에 용 된 합부 내부의 각 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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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기둥 변 (b)보 탄성변 (c)보 소성변 (d)패 존 변

그림 10.기둥,보,패 존의 층간변 기여도 계산

철근으로 인하여 합부의 격한 괴를 방지할 수 있었다.

S2의 괴 양상은 S1과 유사하 으나,S2의 TSC보 춤

증가에 따른 단력이 더 크므로 S1에 비하여 합부의 손상

이 심하게 나타났다.기둥을 통하는 슬래 철근 4개

앙부 2개 철근에서 좌굴(A)이 발생하 으나 실험체 내력 하

에는 큰 향을 미치지 않았다.그 이유는 슬래 철근이 좌

굴하더라도 슬래 콘크리트가 충분히 정모멘트에 의한 압축

력을 지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S3의 경우 TSC보 강 좌굴(D) 외다이어 램과 TSC

보 하부 랜지 합부 근처에서 하부 랜지의 좌굴(E),외

다이어 램과 TSC보 웨 의 용 부에서 단(B)이 발생하

으며,기둥과 커 러로 연결된 슬래 철근에서 좌굴(A)이

발생하 다. 한,강 과 기둥 합면 하부에서 콘크리트 지

압 괴(C)가 발생하 다(그림 9(b)).

4.3층간변 기여도

보-기둥 합부 실험체에 반복하 이 가력되는 동안 실험체

의 체 층간변 ()는 기둥(),보(),패 존()의

변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그림 10)보의 변형 Δb는 탄성변

형 와 소성변형 의 합으로 구성된다( ).

   (1)

실험체는 강기둥-약보 설계 개념에 의해 설계되었으므로 기

둥은 탄성 거동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기둥에 의한 층

간 변 는 다음과 같다(그림 10(a)).

 



 

 

   (2)

여기서 는 기둥 상부에 가해지는 횡하 ,는 기둥의 탄

성계수,는 기둥 단면 2차 모멘트,과 는 상하 기둥

팔길이,는 기둥 단유효 단면으로 단력의 불균일한

분포를 고려하여 사각단면의 경우 단면 /1.2,는 기둥의

단탄성계수로  이며,는 콘크리트 푸아송

비로 0.2를 사용하 다.

보에 의한 층간변 는 탄성변 ()과 소성변 ()

으로 구성되며,탄성변형은 다음과 같다.

 

 
 




 

 



 
 



  

(3)

여기서 는 보의 탄성계수,는 보의 합성단면 2차 모멘

트,과 는 보의 순 팔길이,는 기둥 순높이,는

보 단유효 단면으로 슬래 를 포함한 T형 단면의 경우 보

폭×(보 춤 + 슬래 춤)/1.0,는 보의 단탄성계수이다.

그림 10(c)의 보의 단부회 각 는 그림 3(b)A의 계측

결과로부터 구할 수 있으며,양쪽 보의 계측값 평균으로 를

정의하 다.단부회 각에 의한 보 지지 에서의 수직 변

(그림 10(c))는 다음과 같다.

    (4)

패 존 폭=,패 존 높이=,보 순경간=,기둥 순높

이=이다.

보의 단부회 각에 의한 층간변 는 다음과 같다(그림

10(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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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1의 기둥,보,패 존의 층간변 기여도

(b)보 단부 소성회 각 기여도

그림 11.층간변 기여도

(a)기둥 표면에서 45mm

(b) 각 철근

그림 12.S1의 철근 보 강 의 변형률

  

   
  (5)

여기서 구한 에는 기둥 표면에서 보 회 각 계측지 까

지(S1,S3의 경우 450mm,S2의 경우 550mm)의 보 탄

성변 가 포함되므로 이 구간내의 탄성변 를 제거하여 보의

순 소성변 를 계산하 다.

패 존 변형에 의한 층간변 는 다음과 같다.

  


 


 



   

 

 
(6)

여기서 는 합부의 단 비틀림각이며,그림 3(b)의 기

둥 패 존에 X형태로 설치한 2개의 각 변 계(B)로 계측값

,′을 이용하여   ′
′′ ′′로 구할 수

있다(′,′는 각 변 계의가로,세로간격).

그림 11에서는 식(1)∼(6)을 이용하여 층간변 의 각 기여

도를 분리한 후 “4.1하 -변 계”에서 기둥변 로부터 구한

층간변 실험값에 한 비율로 나타내었다.S1의 경우(그림

11(a))층간변 가 증가할수록 손상이 없는 기둥의 층간변

기여도가 어들며,4.1%의 층간변 각에서는 부분의 변형

이 보(3.4%(기여도=83.0%),탄성 변형=0.4%,소성 변형

=3.0%)에 의하여 발생하 으며,층간변 가 증가할수록 보의

탄성 변형 기여도는 어들고 소성 변형 기여도는 증가되는 경

향을 보여주었다. 체 으로 각 기여도의 합과 체 층간변

가 일치하는 경향을 보여주었다.S2의 경우 패 존 콘크리트의

조기 손상으로 인하여 패 존 변형을 계측할 수 없었으며,S3

의 경우에는 외다이어 램으로인하여 패 존의 변형을 정확히

계측할 수 없었다.그림 11(b)는 각 실험체의 보 단부 소성회

각의 기여도를 나타내고 있다.변형이 증가할수록 보 단부

비탄성회 각의 기여도가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S2와 S3의

경우 상 으로 보의 소성변형 기여도가 감소하 음을 나타낸

다.이는 패 존의 변형기여도가증가하 음을 나타낸다.

4.4변형률 계측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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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기둥 표면에서 45mm

(b) 각 철근

그림 13.S3의 철근 보 강 ,외다이어 램의 변형률

그림 12는 S1의 변형률 게이지로 계측된 철근과 TSC보

강 의 변형률의 변화를 보여 다.그림 12(a)는 합부 기

둥면에서 45mm 떨어진 치에서의 슬래 휨철근의 변형률

과 TSC보 하부 랜지의 변형률을 나타낸다.TSC보 하부

랜지는 변형률이 0.015인 시 에서 TSC보 강 의 좌굴이

발생하여 변형률이 0으로 회복되지 못하고 주기하 에 따라

계속 증가하여 최 0.04변형률을 보여주었다.슬래 휨철

근의 경우 최 0.015의 변형률을 보 다.TSC하부강 이

좌굴을 일으키는 이유는 TSC 합성보에서 립축이 슬래

내 는 슬래 에 가깝게 치하여 TSC보 하부에 큰 소성인

장 변형률이 발생하기 때문이다.이러한 큰 소성인장 변형률

로 인하여 주기하 에서 강 의 좌굴이 발생하 다.그림 12

(b)는 TSC보 하부와 기둥 철근을 연결하는 각철근의 변형

률을 보여 다.철근의 변형률은 항복변형률(0.002)이내의

탄성 상태에 있었으며,인장‧압축력을 모두 달하 다.

그림 13은 실험체 S3에 해 변형률 게이지로 계측된 철

근과 TSC보 강 ,외다이어 램의 변형률을 보여 다.그림

13(a)는 합면에서 45mm 떨어진 치에서의 슬래 철근

의 변형률과 TSC보 하부 랜지의 변형률을 나타낸다.TSC

보 하부 랜지의 경우 합부 부 에서 큰 소성변형과 에

지 소산량을 보여주었다.철근의 경우 탄성상태로 거동하다가

변형이 증가하면서 좌굴이 발생하 다.그림 13(b)는 외다이

어 램의 변형률을 보여 다.최 변형률이 0.002로 탄성상

태에서 거동하 다.외다이어 램의 보강 이트로 인하여

상 으로 강재량이 많은 하부부분보다는 상부부분의 변형

이 컸다.

5. 합부 단강도 평가

합성보 합부의 괴는 패 존의 단 괴와 수직방향 콘

크리트 지압 괴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다.제안된 합부에

서는 용 된 각철근이 보의 수직방향 단력의 일부를 직

기둥철근에 달하므로 수직방향 콘크리트 지압 괴는 방

지할 수 있다.따라서 여기서는 패 존의 단 괴모드만을

평가하 다.

합부의 단강도는 ASCE의 철근콘크리트 기둥-H형강보

합부 설계 지침서(1993)와 ACI352R(2002),ACI318

(2008)의 콘크리트 기둥-보 합부 강도평가방법을 기 로

하여 평가하 다.제안된 TSC보-콘크리트기둥 합부의 상

세가 행 기 지침서에서 다루는 합부 상세와 다르므

로,기존의 평가식을 제안된 합부 상세에 맞도록 보정하여

사용하 다.

5.1ASCE설계 지침서에 기 한 평가

ASCE설계 지침서에서 합성보 합부의 단성능은 웨

강 의 단강도(),내부 콘크리트에 의한 단강도(),

외부 콘크리트에 의한 단강도()의 합으로 이루어진다.

(그림 14)

그림 14(a)는 TSC웨 강 의 단 항 메카니즘을 나

타낸다.TSC웨 강 의 단강도()는 다음과 같다.

   (7)

여기서 는 항복강도이며,TSC보는 강 웨 가 보 양쪽

에 있으므로 S1의 경우  ×이다.는 의 유효

폭으로서,제안된 합부에서는 TSC보와 기둥의 수직철근이

각철근에 의하여 직 용 연결되므로,기둥 양쪽의 수직

철근사이의 거리로 정의된다.S1의 경우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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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합부 단 항 메커니즘

그림 14(b)는 TSC합성보 내부 콘크리트 압축 스트럿에

의한 단 항 메카니즘을 나타낸다.이 단강도()는 다

음과 같이 정의된다.

  ′  ≤ ′ (8)

여기서 ′(MPa)는 콘크리트 강도이며,횡구속이 잘된 콘

크리트 보-기둥 합부의 단응력은 ′ 이다.TSC합

성보에서 내부 콘크리트 스트럿의 폭 는 TSC보 내부채움

폭이며,는 TSC웨 춤과 슬래 춤의 합이다.S1의 경

우  , 이다.

그림 14(c)는 TSC 합성보 외부 콘크리트 압축장

(compression field)이 스트럿-타이로 단력에 항하는

메커니즘으로 단강도()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 ′  (9a)

′  ′  (9b)

′   (9c)

여기서 ′는 외부 콘크리트에 의한 단강도이며,′는

기둥 타이철근에 의한 단강도이다.제안된 합부에서는 교

차보가 합부에서 지압력으로 수평 압축 스트럿을 형성하여

외부콘크리트가 단 항력에 기여한다.ASCE지침서에 의

하면,외부 콘크리트 압축장의 유효폭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

다(그림 14(d)).

      (10a)

   (10b)

          (10c)

여기서 는 교차보에서 기둥 표면까지의 거리,는 교차보

의 길이,는 TSC보 폭,는 내부 콘크리트 스트럿 폭과

강 웨 폭의 합으로 TSC실험체에서는 와 같다.실험

체 S1의 경우  이다.

외부콘크리트압축장()의 깊이로서 TSC 강재보의 춤인

를 사용하 다.그 이유는 제안된 합부에서는 지압 이

트가 없으며,지압 이트역할을 하는 교차보의 깊이가 이

기 때문이다(그림 14(c)).

기둥 타이철근에 의한 단강도 ′에서 는 합부에서

한 열의 타이철근 단면 이며,는 타이철근의 항복강도,

은 외부압축장의 춤인 에 배근된 타이철근 열의 개수이다.

는  이상이어야 하며,여기서 는 합부 타이

철근 열의 간격이다.TSC합성보 합부에서 TSC내부 콘크

리트는 웨 강 으로 구속되어 있으므로 는 비구속된 폭

으로 체할 수 있다.S1의 경우  이며,

타이철근은 2-D16()로 배근되어 ASCE 지침서의

요구면 ( 
)을 만족한다.슬래 두

께의 구간에서는 슬래 에 의하여 횡구속이 되어 있으므로

타이철근이 필요하지 않다.

ASCE지침서에서는 합부에서 스트럿-타이 메커니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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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bC

cV

pM +

pM -

2bT

1bT

1PNA

2PNA

2bC

cV

슬래브
철근

압축콘크리트

uV
uV

그림 15. 합부 수평 단력 평가

외부 압축장이 단력에 항하기 해서는 압축장에 의한

수평방향 단강도()가 보 상하부에 추가로 배치된 타이

철근과 평형을 가정한다.이를 하여 보 상하부 단부에서 수

직방향으로 이내에  이상의 타이철근을 요

구한다.제안된 합부에서는 보 상부 합부의 폭 체가 슬

래 로 구속되어 있으므로 추가 인 타이철근을 배근하지 않

아도 되며,보 하부는  이내에 두열의 2-D22

와 한열의 2-D10로()배근되었으나,이는 ASCE

지침서의 요구면 ()보다 부족하 다.(그림 4(a))

보 상하부의 타이철근 배근량이 요구면 이하인 경우 식

(9a)를 배근량/요구면 비율로 감소시켜야 하며,S1에

하여   
 이다.

ASCE지침서에서는 다음 식으로 합부의 수평 단강도

를 평가한다.

 ≤  (11a)

 ∑   (11b)

      (11c)

식 (11a)에서 는 요구력,는 성능을 나타낸다.식

(11b)에서 는 보 소성모멘트,는 보 단력,는 기둥

춤(표 1(17)),는 기둥 단력,는 보 춤(표 1(6))이다.

설계시 =0.7이지만 여기서는 실험체에 한 강도평가이므

로 =1.0을 사용하 다.

식 (11c)에서 는 보 랜지의 심간 거리이며,

에서 는 근사 으로 TSC합성보 단면에서

의 내부모멘트의 팔길이이다.에서 외부콘크리트압축장

()의 깊이는 TSC강재보의 춤인 이다.S1의 경우 =

, , 이다.

5.2ACI352R에 근거한 평가

여기에서도 ASCE 지침서와 동일하게 수평 단력에 한

합부의 항능력을 TSC웨 강 ,TSC보 내부콘크리트,

TSC보 외부콘크리트의 합으로 정의하 다.다만,내부콘크

리트와 외부콘크리트 단강도계산에서 ACI352R조항을따

랐다.

TSC웨 강 의 단강도 는 식 (7)과 같다.

TSC 보 내부콘크리트는 TSC보 강 에 의해 횡구속되어

있으므로,내부콘크리트의 단강도는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  (12)

외부콘크리트는 보나 슬래 에 의하여 충분히 횡구속되어

있지 않으므로 외부콘크리트의 단강도는 다음과 같이 정의

할 수 있다.

  ′  (13a)

    (13b)

 min[  , ∑,] (13c)

는 외부 콘크리트 유효폭으로서 합부의 유효폭 에서

TSC보의 폭 을 뺀 값으로 정의한다.는 기둥 폭이다.

S1의 경우  이다.

ACI352R에서는 합부콘크리트에 한 타이철근 한 열

당 요구 단면 은 다음과 같다.

 ≥





″ ′ 

 

″′ 


 (14)

ACI352R에서는 ″는 피복두께를 제외한 기둥폭이며,

는 기둥 단면 ,는 피복두께를 제외한 기둥 단면 이다.

TSC내부 콘크리트는 웨 강 으로 구속되어 있으므로 ″는

TSC 보폭과 피복두께를 제외한 폭으로서 S1의 경우

″ 이며,식 (14)에서 요구 는 
이다.

이값은S1 합부에배근된타이철근면 을만족하

지만,ASCE지침서의요구면 보다는증가하 다.

수평 단에 한 합부의 안 성은 다음과 같이 평가된다

(그림 15).

 ≤  (1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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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체 S1 S2

요구 단 모멘트  (kN⋅m) 2065 2824

ASCE

웨 강 의 단강도 모멘트

(kN⋅m)(기여도)
978 

(41.7%)
1494 

(43.3%)

내부 콘크리트 스트럿의 단강도

모멘트 (kN⋅m)(기여도)
978 

(41.7%)
1109 

(32.2%)

외부 콘크리트 압축장의 단강도

모멘트 (kN⋅m)(기여도)
389 

(16.6%)
844 

(24.5%)

단강도 모멘트  (kN⋅m) 2345 3447

성능/요구 () 1.14 1.22

요구 수평 단력  (kN) 5989 7064

ACI

352R

웨 강 의 단강도 (kN)

(기여도)
2222 

(39.5%)
2766 

(45.8%)

내부 콘크리트 스트럿의 단강도

(kN)(기여도)
2172 

(38.7%)
2081 

(34.5%)

외부 콘크리트 압축장의 단강도

(kN)(기여도)
1226 

(21.8%)
1192 

(19.7%)

단강도  (kN) 5620 6039

성능/요구 () 0.94 0.85

ACI

318

웨 강 의 단강도 (kN)

(기여도)
2222 

(32.5%)
2766 

(38.2%)

내부 콘크리트 스트럿의 단강도

(kN)(기여도)
2172 

(31.7%)
2081 

(28.8%)

외부 콘크리트 압축장의 단강도

(kN)(기여도)
2451 

(35.8%)
2384 

(33.0%)

단강도  (kN) 6846 7231

성능/요구 () 1.14 1.02

표 3. 합부 단강도      (15b)

     (15c)

와 는 각각 TSC합성보의 정 부소성모멘트 
와


(표 1(12),(13))에 의하여 단면에 발생하는 압축력과

인장력의 합을 나타낸다. S1의 경우  ,

 이다.=1.0을 사용하 다.

5.3ACI318에 근거한 평가

ACI318의 합부 단강도 평가는 ACI352R과 동일하

나 식 (13c)의 유효 합부 폭을   ≤ 로 정의하는

것에 차이가 있다.

5.4 합부 단강도 비교

표 3은 실험체 S1,S2의 합부의 요구 성능, 항성능을

나타낸다. 합부 성능/요구 비율은 0.85~1.22이었으며,

ASCE와 ACI318은 S1의 경우 1.14,1.14,S2의 경우

1.22,1.02로 실험 강도보다 크게 평가하 으나 ACI352R

은 0.94(S1),0.85(S2)로 단강도를 다소 작게 평가하

다.ASCE 측값에서 단력 항은 주로 웨 강 과 내

부 콘크리트 스트럿 작용으로 이루어졌으며,외부 콘크리트

압축장의 경우 S1은 보 하부 타이철근량이 요구량보다 부족

한 반면에 S2는 요구량을 충족시켜서 에서 차이가 발생하

다.세 기 모두 콘크리트 단력에 의한 항성능이 체

항성능의 55% 이상으로 콘크리트 단강도가 합부 단

력을 항하는데 요한 역할을 하 다.

S3는 원형기둥의 경우 ASCE ACI에서 제시하지 않은

계로 평가하지 않았다.

6.결 론

U형 단면을 갖는 강재보의 일종인 TSC합성보와 콘크리트

기둥 합부의 내진성능을 연구하 다.TSC강재보는 채움

콘크리트,슬래 콘크리트 슬래 철근과 합성작용을 하도

록 설계되었으며,콘크리트 기둥으로서는 사각형 단면기둥과

원형기둥을 사용하 다.사각형단면 기둥을 사용한 경우,

합부에서 원활한 하 달과 선조립 기둥철근 공법을 고려하

여 TSC 보와 기둥철근을 각철근으로 직 용 연결하는

합부상세를 사용하 다. 리캐스트 PHC 원형기둥의 경

우, 합부 둘 에 외다이어 램 강 보강을 사용하 다.

450mm와 550mm 춤의 TSC를 사용한 실물크기의 3개의

실험체에 하여 주기하 에 한 실험을 실시하 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1)모든 실험체는 강기둥-약보 개념으로 설계되었으며,보

에서 소성힌지가 발생하는 강기둥-약보 괴 양상을 보

다.이로 인하여 합부는 우수한 에 지소산 능력을

나타내었다.

(2)모든 실험체는 2% 층간변 각에서 행기 으로 측

된 보의 소성모멘트에 근거하여 계산된 상 강도를

과하거나 근 하는 하 재하능력을 나타냈으며,층간변

각4%이상의연성능력을나타냈다.

(3)모든 실험체에서 층간변 각이 증가할수록 소성힌지에

의한 변형이 증가하 으며,보 단부의 소성힌지에 의한

층간변 각은 3.0% 이상으로 우수한 보의 소성변형능

력을나타냈다.

(4)TSC보와기둥주철근사이의 각철근용 은 합부에

서 미끄러짐 방지 지압 괴를 방지하 으며,기존 커

버 이트 밴드 이트상세를 체할수있었다.

(5)TSC하부 랜지에서는 큰 소성변형이 발생하 으며,

이로 인하여 최 변형에서 실험체의 괴는 TSC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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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부강 의 단에의하여발생하 다.

(6)속채움콘크리트는 TSC보에 사용된 6mm 는 8mm

강 의 조기좌굴을 억제하여 4% 이상의 층간변 각에

서하 재하능력을유지하 다.

(7)일부실험체에서슬래 에배치된철근의좌굴이발생하

으나,슬래 의압축 항능력으로인하여실험체의내

력 하는발생하지않았다.그러나,외부골조에이 합

부가 사용될 경우를 고려하여,소성힌지 구간내에 슬래

철근에는횡구속철근을배치하는것이바람직하다.

(8)실험체의 합부 단강도평가에서ASCE와ACI318

의 계산 값은 실제 강도보다 크게 평가하 으며,ACI

352R의 계산값은 다소 작게 평가되었다. 합부 단

력은주로콘크리트 단강도에의해 항되었다.

와 같은 실험결과는 본 연구에서 개발한 상세를 용한

TSC보-콘크리트기둥 합부의 내진성능이 KBC 2009

AISC341의 요구조건을 만족하므로 간모멘트골조 특

수모멘트골조로서 사용될 수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그러나

제안된 TSC보-콘크리트기둥 합부의 상세가 행 기

지침서에서 다루는 합부 상세와 다르며,각 기 지침서

의 합부 단강도 평가에 차이가 있으므로 다른 상세의 합

성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추가 인 실험연구가 필요하다.

한,향후 추가 인 실험을 통하여 합부 하 달 메커니즘

에 하여 보다 상세한 분석 설계방법에 한 연구가 필

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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