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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중저감 철선일체형 중공 데크플레이트 슬래브의

휨 및 전단내력에 대한 구조성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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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기존의 철선일체형 데크플레이트에 오메가형 강판을 삽입한 중공 데크플레이트 슬래브의 휨 및 전단내력의 구

조성능을 평가하는 것이다. 휨 및 전단내력에 대한 구조성능을 평가하기 위해서 슬래브 두께를 주요 변수로 하여 150mm 실험체 5개와

200mm 실험체 3개를 제작하였다. 각 실험체는 기존의 철선일체형 데크플레이트 슬래브 1개씩과 콘크리트 토핑두께를 변수로 하는 2개씩의

실험체로 구성되어 있다. 실험결과 중공부에 형성에 의한 휨 및 전단내력에 대한 구조성능의 저하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중공 데크

플레이트는 효과적으로 콘크리트 사용량을 저감하면서도 기존의 철선일체형 데크플레이트에 준하는 구조성능을 갖춘 것으로 판단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valuate the flexural and shear capacity of steel wire-integrated void deck plate slabs. In

order to evaluate flexural and shear capacity, we make five 150mmspecimens and three 200mmspecimens by slab depth as main variable.

Each series of specimen is comprised of an existing steel wire-integrated deck-plate slab and two specimens using topping depth as

variable. From the series of experiments, steel wire-integrated void deck plate slabs has any decline in flexural and shear performance.

Therefore, a void-deck-plate slab which inserts Omega-steel plate showed reducing a using concrete-volume and had flexural and shear

capacity following existing steel wire-integrated deck-plate.

핵 심 용 어 : 데크플레이트, 중공, 휨 성능, 전단성능, 오메가형 강판, 전단 스팬-높이 비

KEYWORDS : deck plate, void, flexural performance, shear performance, steel plate of omega-type, shear span-depth ratio



1. 서 론

최근 지구환경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이슈가 되면서

선진국을 중심으로 이 문제에 공동대처하려는 노력이 활발하

게 이루어지고 있다. 기후변화 정부간협의체 IPCC는 1991

년 1차 보고서를 통하여 CO2등의 온실가스를 지구온난화의

주요원인으로 지적하고, CO2배출량의 즉각적인 감축을 주장

하면서 기후변화협약 교섭의 실시를 권고하였다. 2005년 2

월 교토의정서가 발효됨에 따라 환경부하의 저감 및 친환경

적 산업육성을 위한 국가차원의 친환경생산체계 구축이 시급

한 실정이다. 특히 건설업은 전체 이산화탄소 발생량의 36%

를 차지하므로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필요한 산업분야이다

1) 교신저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건축공학부 교수

(Tel: 041-560-1330, Fax: 041-560-1224, E-mail: kimss@kut.ac.kr)

2)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건축공학부, 공학석사(archiryu79@nate.com

3)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건축공학부, 공학석사(kingpunch@naver.com)

(전민녀 등, 2009).

건축공사에서 대표적인 바닥슬래브 시스템으로 철선일체형

데크플레이트가 있다. 철선일체형 데크플레이트는 기존의 하

프PC공법의 장점을 최대한 유지하여 현장시공을 할 수 있는

바닥슬래브 시스템이다. 시공 시 필요한 가설지주 등 전체

공사비의 30%를 차지하는 거푸집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는

등 시공성 향상을 기대할 수 있고, 콘크리트의 자중과 시공하

중에 견디는 단일 휨 부재로써 거푸집 역할을 한다. 콘크리트

가 양생된 이후에 모든 하중은 바닥강판을 제외한 상부철선,

하부철선 및 콘크리트로 구성된 일반적인 철근콘크리트 슬래

브의 역할을 하게 된다(권용근, 1996; 이성호, 1999; 신성

우, 1999).4)

본 논문에 대한 토의를 2013년 2월 28일까지 학회로 보내주시면 토의 회답을

게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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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D - M - 200 - 50

콘크리트 토핑두께

50 : 토핑 두께 50mm

75 : 토핑 두께 75mm

150, 200은 슬래브 두꼐와 동일

슬래브 두께

150 : 슬래브 두께 150mm

200 : 슬래브 두께 200mm

휨 및 전단 실험체

M : 휨 실험체

S : 전단 실험체

Ω형 강판 유·무

SLD : Solid Deck

SOD : Super Omega Deck

그림 2. 실험체 기호 및 명칭

구분 실험체명
두께

(mm)

폭

(mm)

길이

(mm)

토핑두께

(mm)

Ω형강판

단면적

(mm²)

Ω형강판

중공면적

(mm²)

단면 결손율

(중공률)

(%)

휨 실험

SLD-M-150-150

150 765 4,400

150 0 0 0

SOD-M-150-75 75 660 17,558 15.3

SOD-M-150-50 50 746 24,938 21.7

SLD-M-200-200

200 765 4,400

200 0 0 0

SOD-M-200-75 75 862 30,590 20.0

SOD-M-200-50 50 904 34,176 22.3

전단

실험

SOD-S-150-75
150 765 3,400

75 660 17,558 15.3

SOD-S-150-50 50 746 24,938 21.7

표 1. 실험체 일람표

현재 건축구조물에 대한 층간소음과 진동이 사회적인 문제

로 대두되고 있으며, 국가차원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준이 강화되고 있다. 따라서 강화된 기준을 만족하기 위하

여 슬래브 두께를 증가시키는 방법으로 기준이 변경되고 있

는 실상이다. 그러나 슬래브 두께의 증가는 자중의 증가를

초래하며, 내진성능의 저하 등 건축물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을 갖는다. 따라서 슬래브 두께를 증가시키면서 자중

은 크게 증가하지 않는 바닥판 시스템으로 중공체를 삽입한

슬래브 시스템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철선일체형 데크플레이트 에

오메가(Ω)형태의 강판을 삽입하여 슬래브 두께를 증가시키면

서 자중은 감소시킬 수 있는 자중저감 철선일체형 데크플레

이트를 개발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구조성능을 평가하였다.

주요 실험 변수는 슬래브의 두께 및 오메가형 강판의 사용

유·무, 상부 콘크리트 토핑두께(오메가형 강판으로부터 상부

콘크리트까지의 거리)로 하였다.

2. 오메가형 강판을 삽입한 철선일체형 중공

데크플레이트 슬래브의 성능실험

그림 1. 오메가형 강판을 삽입한 철선일체형 데크플레이트의 형상

오메가형 강판을 삽입한 자중저감 철선일체형 중공 데크플

레이트(이하 ‘오메가형 중공 데크플레이트‘라 함)는 그림 1과

같이 0.5T 아연도 강판을 오메가(Ω)형태로 절곡하여 기존 철

선일체형 데크플레이트의 하부 강판과 Lattice의 연결부 홈에

별도의 고정방식 없이 끼워 넣어 중공부를 형성한 것이다.

2.1 실험개요

본 실험에서는 오메가형 중공 데크플레이트 슬래브의 휨

및 전단내력에 대한 구조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변수로 하여 검토하였다.

1) 동일한 크기와 동일한 철선량을 지닌 기존 데크플레이

이트 슬래브의 강성 및 휨 강도를 비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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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LD-M-150-150 실험체(솔리드 실험체) (b) SOD-M-150-75 실험체

(c) SOD-M-150-50 실험체 (d) SLD-M-200-200 실험체(솔리드 실험체)

(e) SOD-M-200-75 실험체 (f) SOD-M-200-50 실험체

그림 3. 각 실험체의 단면형상

2) 오메가형 중공 데크플레이트 슬래브의 두께에 따른 강

성 및 휨강도를 비교하며, 슬래브의 두께는 표 1과 같

이 150mm, 200mm로 한다.

3) 동일한 크기와 철선량을 지닌 실험체의 중공부 상부에

토핑 두께에 따른 오메가형 중공 데크플레이트 슬래브

의 강성 및 휨 강도를 비교한다.

4) 오메가형 강판으로 생성된 중공부의 면적으로 인한 단

면 결손율이 전단강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다.

위의 4가지 사항을 검토하기 위해 표 1과 같이 총 8개의

실험체를 제작하였다. 휨 성능을 평가하기 위한 실험체는 그

림 3의 (a)~(f)와 같은 단면 형상을 가지는 실험체를 각1개

씩 총 6개를 제작하였으며, 그림 2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명명하였다. 휨 실험체의 길이는 4,400mm이며 지점간의 거

리는 4,000mm로 하였다. 또한 전단 성능을 평가하기 위한

실험체는 그림 3의 (a)와 (b)의 단면형상을 갖는 것으로써

각각 1개씩 제작하였다. 전단 실험체 길이는 3,400mm이며

지점간의 거리는 3,000mm로 하였다. 실험에서 사용된 모든

실험체의 폭은 765mm이며, 이음부를 제외한 단위 폭은

750mm이다. 삽입된 오메가형 강판의 단면적은 660mm2

~904mm
2
이다. 오메가형 강판 삽입으로 인한 실험체의 콘

크리트 단면 결손율은 15.3%~22.3%이다.

2.2 소재실험

표 2는 본 실험에서 사용된 콘크리트의 배합비를 나타낸

것이다. KS F 2405 콘크리트 압축강도 시험방법에 의거하

여 100mm×200mm의 원주형 표준공시체 9개를 제작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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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단순지지 된 실험체의 모습

(a) 휨 실험체 설치 및 계측기 위치

(b) 전단 실험체 설치 및 계측기 위치

그림 5. 각 실험체 설치 및 계측기 위치

으며, 수중에서 28일 양생한 후 만능재료시험기(UTM)를 이

용하여 압축강도 시험을 하였다. 공시체에 0.3N/mm2·sec의

속도로 응력제어를 하였으며, 실험결과 공시체의 압축 강도

는 25.34MPa이다.

또한, 표 3은 본 실험에서 사용된 철선 및 강판의 인장시

험의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철선(SWM-P/R)은 KS D

3552철선에 적합한 선재로서 D13(이형), D10(이형), φ5

(원형)를 이용하였으며, 각각 3개씩 인장시편을 제작하여

KS B 0802 금속 재료 인장시험방법에 따라 만능재료시험

기(UTM)를 이용하여 강재의 인장강도 시험을 하였다. 인장

강도 시험의 가력속도는 2mm/min의 변위제어 방식으로 하

였다. 또한, 데크플레이트 강판의 인장강도 시험은 한국화학

시험연구원에서 실험하였다.

설계
강도

(MPa)

W/C
(%)

S/a
(%)

단위 재료 소요량(kg/m
3
)

물 시멘트 잔골재
굵은
골재

혼화재

24 51.5 46.3 175 347 822 976 1.7

표 2. 콘크리트 배합비

구분
항복강도
(MPa)

인장강도
(MPa)

연신율
(%)

D13 이형철선 510.0 558.0 20.1

D10 이형철선 553.0 595.0 10.0

φ5 Lattice - 607.3 16.4

0.5mm
데크플레이트(*)

394.0 440.0 25.0

(*) : 한국화학시험연구원에서 실시

표 3. 인장 강도 시험 결과

2.3 실험방법

본 실험에서의 가력 방법은 1,960kN급 만능재료시험기

(UTM)를 이용하여 가력속도 3mm/min의 변위제어 방식으

로 가력을 하였다.

또한, 각 실험체의 초기 균열 및 최대하중시의 변형량을 측

정하기 위하여 실험체를 그림 4와 같이 설치한 후 그림

5(a), (b)와 같이 가력점과 실험체의 중앙부에 총 3개의

LVDT(Linear Varible Displacement Transducer)를 설

치하였으며, 상부 콘크리트와 하부 데크플레이트 강판의 변

형을 파악하기 위하여 콘크리트의 상부 및 하부 데크플레이

트 강판 중앙부에 스트레인게이지를 1개씩 부착하였다.

3. 실험 결과

본 실험에서는 휨 실험체 6개와 전단 실험체 2개로 실험을

실시하였으며, 각 실험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으며, 각 결

과 값을 표 4에 나타냈다.

3.1 휨 실험에 대한 최대내력 및 파괴양상

3.1.1 SLD-M-150-150실험체(중공률 : 0%)

그림 3 (a)의 단면형상을 가지는 SLD-M-150-150실험체

는 슬래브두께 150mm 실험체의 기준 실험체로써 오메가형

강판을 삽입하지 않은 솔리드 실험체이다. SLD-M-150-

150실험체는 18.13kN에서 초기 균열이 발생하였다. 또한

하중 증가에 따라 최대하중 이후 그림 8과 같이 콘크리트 상



자중저감 철선일체형 중공 데크플레이트 슬래브의 휨 및 전단내력에 대한 구조성능평가

한국강구조학회 논문집 제24권 4호(통권 119호) 2012년 8월 415

부 압괴현상이 발생했으며, 중앙부에 수직균열이 집중되는

전형적인 휨 파괴 양상을 나타냈다. 최대하중 55.04kN일 때

실험체 중앙부 변위는 103.11mm에 도달했고, 최대내력 도

달 이후에도 변위는 146mm까지 증가하는 양상이 나타났다.

3.1.2 SOD-M-150-75실험체(중공률 : 15.3%)

그림 3(b)의 단면형상을 가지는 SOD-M-150-75실험체는

오메가형 강판 삽입을 통하여 슬래브에 중공부를 형성한 것

이다. SOD-M-150-75실험체의 초기균열 하중은 22.34

kN이었으며, 최대하중은 63.12kN이었다. 최대내력 도달

전 까지 슬래브는 중앙부에 휨 균열이 지배적으로 나타났으

며, 그 이후 그림 9와 같이 콘크리트 상부 압괴현상이 발생

했다. 최대하중 시 111.3mm의 변위가 발생하였으며 최대하

중 이후에도 연성적인 거동을 보였으며, 전형적인 휨 파괴양

상을 보였다.

3.1.3 SOD-M-150-50실험체(중공률 : 21.7%)

그림 3(c)의 단면형상을 가지는 SOD-M-150-50실험체는

오메가형 강판 삽입을 통하여 슬래브에 중공부를 형성한 것

이다. SOD-M-150-50실험체의 초기균열 하중은 16.07

kN이었으며, 최대하중은 65.86kN이었다. 최대내력 도달

전 까지 슬래브는 중앙부에 휨 균열이 지배적으로 나타났으

며, 그 이후 그림 10과 같이 콘크리트 상부 압괴현상이 발생

했다. 최대하중 시 101.2mm의 변위가 발생하였으며 최대하

중 이후에도 연성적인 거동을 보였으며, 전형적인 휨 파괴양

상을 보였다.

3.1.4 SLD-M-200-200실험체(중공률 : 0%)

그림 3(d)의 단면형상을 가지는 SLD-M-200-200실험체

는 슬래브두께 200mm 실험체의 기준 실험체로써 오메가형

강판을 삽입하지 않은 솔리드 실험체이다. SLD-M-200-

200실험체는 27.05kN에서 초기 균열이 발생하였다. 또한

하중 증가에 따라 최대하중 이후 콘크리트 상부 압괴현상이

발생했으며, 중앙부에 수직균열이 집중되는 전형적인 휨 파괴

양상을 나타냈다. 최대하중 83.05kN일 때 실험체 중앙부 변

위는 69.87mm에 도달했다. 최대하중 이후 약간의 연성적

거동을 보였으나, 그림 11과 같이 데크플레이트 하부 강판의

찢어짐으로 인하여 급격한 하중 감소를 보이며 파괴되었다.

3.1.5 SOD-M-200-75실험체(중공률 : 20.0%)

그림 3(e)의 단면형상을 가지는 SOD-M-200-75실험체는

오메가형 강판 삽입을 통하여 슬래브에 중공부를 형성한 것이

다. SOD-M-200-75실험체의 초기균열 하중은 28.32kN이

었으며, 최대하중은 100.24kN이었다. 최대내력 도달 전 까

지 슬래브는 중앙부에 휨 균열이 지배적으로 나타났으며, 그

이후 콘크리트 상부 압괴현상이 발생했다. 최대하중 시

79.19mm의 변위가 발생하였으며 최대하중 이후에도 연성

적인 거동을 보였으나, 그림 12와 같이 데크플레이트 하부

강판의 찢어짐으로 인하여 급격한 하중 감소를 보이며 파괴

되었다.

3.1.6 SOD-M-200-50실험체(중공률 : 22.3%)

그림 3(f)의 단면형상을 가지는 SOD-M-200-50 실험체

는 오메가형 강판 삽입을 통하여 슬래브에 중공부를 형성한

것이다. SOD-M-200-50실험체의 초기균열 하중은 24.70

kN이었으며, 최대하중은 91.98kN이었다. 최대내력 도달

전 까지 슬래브는 중앙부에 휨 균열이 지배적으로 나타났으

며, 그 이후 그림 13과 같이 콘크리트 상부 압괴현상이 발생

했다. 최대하중 시 79.99mm의 변위가 발생하였으며 최대하

중 이후에도 연성적인 거동을 보였으며, 전형적인 휨 파괴양

상을 보였다. 그림 6은 각 슬래브 두께별 휨 실험체의 하중-

변위 곡선을 나타낸 것이다.

3.2 전단 실험에 대한 최대내력 및 파괴양상

3.2.1 SOD-S-150-75실험체(중공률 : 15.3%)

그림 7은 전단실험체의 하중 변위 곡선을 나타낸 것이다.

SOD-S-150-75실험체는 56.35kN에서 그림 14와 같이 가

력점 하부에서 초기균열이 발생하였다. 이후 하중이 증가함

에 따라 균열은 상부로 진행하였으며, 최대하중 이후 콘크리

트 상부 압괴현상이 발생하였다. 최대하중 128.42kN에서

81.69mm의 변위가 발생하였다. 이후 데크플레이트 하부 강

판의 찢어짐으로 인하여 급격한 하중 감소를 보이며 파괴되

었다.

3.2.2 SOD-S-150-50실험체(중공률 : 21.7%)

SOD-S-150-50실험체는 46.06kN에서 그림 15와 같이

중앙부에서 초기균열이 발생하였다. 이후 하중이 증가함에

따라 균열은 상부로 진행하였으며, 최대하중 부분에서 콘크

리트 상부 압괴현상이 발생하였다. 또한, 최대하중 근처에서

하부 아연도강판과 콘크리트 사이의 박리현상이 발생되었다.

최대하중 130.95kN에서 102.31mm의 변위가 발생하였다.

또한, 최대내력 도달 이후에도 140mm의 변위를 넘는 휨 파

괴에 가까운 연성적 거동을 나타냈으며, 이후 데크플레이트

하부 강판의 찢어짐으로 인하여 급격한 하중 감소를 보이며

파괴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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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슬래브 두께 150mm 휨 실험체

(b) 슬래브 두께 200mm 휨 실험체

그림 6. 휨 실험체의 하중-변위 곡선

그림 7. 전단 실험체의 하중-변위 곡선

그림 8. SLD-M-150-150 휨 실험체 파괴양상

그림 9. SOD-M-150-75 휨 실험체 파괴양상

그림 10. SOD-M-150-50 휨 실험체 파괴양상

그림 11. SLD-M-200-200 휨 실험체 파괴양상

그림 12. SOD-M-200-75 휨 실험체 파괴양상

그림 13. SOD-M-200-50 휨 실험체 파괴양상

그림 14. SOD-S-150-75 전단 실험체 파괴양상

그림 15. SOD-S-150-50 전단 실험체 파괴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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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실험체명

(kN)


(mm)

max
(kN)

max
(mm)

휨

실험

SLD-M-150-150 18.13 11.01 55.04 103.11

SOD-M-150-75 22.34 11.11 63.12 111.32

SLD-M-150-50 16.07 7.80 65.86 101.21

SLD-M-200-200 27.05 4.50 83.05 69.87

SOD-M-200-75 28.32 4.91 100.24 79.19

SOD-M-200-50 24.70 5.40 91.98 79.99

전단

실험

SOD-S-150-75 56.35 10.01 128.42 81.69

SOD-S-150-50 46.06 7.91 130.95 102.31

표 4. 실험결과

4. 실험 결과 분석

본 연구에서는 내력을 평가하기 위해 단면의 내력을 간편

하게 계산 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접근방법으로 그림 16과 같

이 Whitney의 등가직사각형 응력분포를 채택하여 휨 내력

을 평가하였다.

그림 16. 오메가 데크플레이트의 응력도

등가응력블록의 깊이는       를 통해서 산

정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이론에 의한 휨강도 및 실험결과에

의한 휨 내력은 KBC2009 강구조설계의 합성슬래브에 관한

식 (1)과 식 (2)를 이용하여 산정하였다.

   
  (1)

  


× (2)

여기서,  : 공칭휨강도 (kN·m)

 : 실험결과에 의한 최대 휨 내력 (kN·m)

 : 실험체의 최대 하중(kN)

 : 인장철선의 단면적 (mm2)

 : 철선의 항복강도 (N/mm2)

 : 지점에서 가력점까지 거리 (mm)

표 5는 각 실험체에 대한 항복하중, 항복변위 및 휨 강성,

휨 내력비 등을 산정한 것이다. 공칭휨강도( )는 소

재시험을 통해서 측정된 값을 식 (1)에 적용하여 산정하였

다. 항복하중 및 항복변위의 산정방법은 그림 17과 같다. 하

중-변위 곡선에서 원점과 최대내력의 1/3이 되는 점을 연결

한 선분[그림 17의 (a)]을 초기접선강성 값으로 하고, 이

선분과 변위축이 이루는 각의 1/3이 되는 선분을 원점에서

그은 후[그림 17의 (b)], 실험값과 외접하도록 평행 이동시

켜 선분을 만들고 [그림 17의 (c)], 처음에 그은 초기 접선

강성 선분과 만나는 접점을 평가한 값이다(허병욱 등,

2007).

그림 17. 초기강성과 항복하중의 정의

4.1 기존 철선일체형 데크플레이트 슬래브 실험체와 오

메가형 중공 데크플레이트 슬래브 실험체의 휨 성능

비교

그림 18에서 보는 것과 같이 150mm 실험체의 경우 일반

데크플레이트 슬래브 실험체보다 오메가형 중공 데크플레이

트 실험체의 강성이 15~33%정도 높게 나타났다. 또한,

200mm 실험체 역시 기존 철선일체형 데크플레이트 슬래브

실험체보다 오메가형 중공 데크플레이트 슬래브 실험체의 강

성이 9~13%정도 높게 나타났다. 이는 오메가형 강판의 강

성으로 인해 기존 철선일체형 데크플레이트 슬래브보다 높게

나온 것으로 판단되며, 그림 19와 같이 전반적으로 오메가형

중공 데크플레이트의 휨 내력 증가를 가져오게 된 것으로 판

단된다.

4.2 토핑 두께에 따른 데크플레이트 실험체의 휨 성능 비교

그림 20과 그림 21은 토핑 두께에 따른 오메가형 중공 데

크플레이트 슬래브 실험체의 내력 및 변형능력을 비교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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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토핑 두께 75mm 실험체의 휨 내력비교

(b)토핑 두께 75mm 실험체의 변형능력 비교

그림20. 토핑두께75mm실험체의내력및변형능력

(a)토핑 두께 50mm 실험체의 휨 내력비교

(b)토핑 두께 50mm 실험체의 변형능력 비교

그림21.토핑두께50mm실험체의휨내력및변형능력

(a) 슬래브 두께 150mm 실험체

(b) 슬래브 두께200mm 실험체

그림 18. 각 슬래브 두께별 실험체의 강성비교

(a) 슬래브 두께 150mm 실험체

(b) 슬래브 두께200mm 실험체

그림 19. 각 슬래브 두께별 실험체의 휨 내력비교

래프이다. 토핑 두께 75mm 슬래브의 경우, 슬래브 두께

200mm 실험체의 내력이 150mm 실험체보다 약 58%정도

높게 나타났다. 반면 변형 능력의 측면에서는 슬래브 두께

200mm 실험체가 150mm 실험체보다 약 29%정도 작게

나타났다. 토핑 두께 50mm 실험체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슬래브두께 200mm 실험체의 내력이 150mm 실험체보다

약 40%정도 높게 나타났으며, 변형 능력은 약 21%정도 작

게 나타났다.

4.3 단면 결손율이 전단 내력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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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체명


(kN)


(mm) 

max


m ax 
(kN/mm)



(kN·m)



(kN·m)

  SOD/SLD

강성비

SOD/SLD

내력비

SLD-M-150-150 45.20 43.58 1.22 2.37 1.13

30.50

44.71 1.47 1.00 1.00

SOD-M-150-75 48.00 38.46 1.32 2.89 1.33 51.29 1.68 1.18 1.15

SOD-M-150-50 53.58 45.27 1.23 2.24 1.50 53.51 1.75 1.33 1.20

SLD-M-200-200 70.29 31.66 1.18 2.21 2.15

43.50

67.48 1.55 1.00 1.00

SOD-M-200-75 84.12 34.43 1.19 2.30 2.34 81.45 1.87 1.09 1.21

SOD-M-200-50 77.18 33.60 1.19 2.38 2.43 74.73 1.72 1.13 1.11

표 5. 휨 실험체의 실험결과 분석

실험체명


(kN)


(mm) 

max


max 
(kN/mm)


(kN·m)

 
(kN·m)  

  

(kN·m)

 

(kN·m) 



SOD-S-150-75 96.12 26.03 1.34 3.89 3.82
64.06

64.21 1.00
30.49

56.18 1.84

SOD-S-150-50 96.35 26.33 1.36 3.14 3.59 65.48 1.02 57.29 1.88

 : 항복하중  : 항복하중 시 처짐량  : 공칭휨강도   : 공칭전단내력

 : 휨 강성 m ax : 연성비  : 최대휨내력   : 최대전단내력

표 6. 전단 실험체의 실험결과 분석

콘크리트구조설계 기준(2007)의 식(3)을 이용하여 공칭전

단내력을 산출한 결과 표 6에 나타낸 바와 같이 이론값은

64.06kN으로 계산되었다. 토핑두께 75mm실험체의 전단

내력은 64.21kN, 토핑두께 50mm실험체의 전단내력은

65.48kN으로 나타났다.

  

  (3)

여기서,  : 콘크리트 압축강도(MPa, N/mm
2
)

 : 슬래브의 폭, 단위폭(mm)

 : 슬래브의 유효 춤(mm)

각 실험체의 전단내력을 이론값에 비교한 결과 SOD-S-

150-75 실험체는 거의 같았으며, SOD-S-150-50 실험체

는 2% 높게 나타났다. 이는 오메가형 강판의 삽입으로 인하

여 발생되는 콘크리트 단면 결손이 전단 내력 저하를 발생하

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표 6에서 보면 전단 실험체를 휨에 대해서 전단 및

휨에 대하여 결과값을 작성하였다. 이는 그림 22에서의 전단

스팬-높이비를 통하여 확인한 결과, SOD-S-150시리즈 실험

체는 전단 스팬-높이비가 5.83으로 이론적으로는 휨-전단 균

열에 의한 파괴모드이나 전형적인 휨 파괴가 발생하였기 때

문에 휨 성능을 고려하여 평가하였다. 그림 23과 그림 24는

SOD-S-150-75(단면 결손율:15.3%)와 SOD-S- 150-50(단면

결손율 : 21.7%)의 휨 내력과 변형능력을 비교한그래프이다.

휨 내력의 경우, 두 실험체는 비슷한 값을 나타냈다. 그러나

단면 결손에 따른 연성적인 측면에서는 토핑 두께 50mm 실

험체가 토핑 두께 75mm 실험체보다 25%더높게 나타났다.

이는 내부에 삽입되는 오메가형 강판의 높이가 클수록 변형

능력이 우수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22. 전단 스팬-높이비(a/d)에 의한 파괴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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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체명

1 module의 길이(mm)

Curve
1H-2Z

오차(%)
평판 Z형판 합계

SOD-M-150-75 330 80 240 320 3.1

SOD-M-150-50 373 70 300 370 0.8

SOD-M-200-75 431 90 330 420 2.6

SOD-M-200-50 452 80 360 440 2.7

표 7. 오메가형 강판의 길이

그림 23. 토핑 두께에 따른 전단 실험체의 휨 내력 비교

그림 24. 토핑 두께에 따른 전단 실험체의 변형능력 비교

그림 25. 중공실험체의 단면과 내력작용

그림 26. 오메가형 강판의 단순화(Ω → 1H-2Z)

4.4 오메가형 강판의 성능 평가

본 실험에서 사용된 실험체의 최대 휨 내력은 공칭강도에

비해 최소 47% 이상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공칭강

도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오메가형 강판의 영향을 계산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그림 25는 실험체의 내력 산정

시 오메가형 강판의 영향을 고려한 힘의 작용을 나타낸 것이

다. T2, T3는 콘크리트 속에 매입된 오메가형 강판이 인장보

강재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고려하였다. 데크플레이트의

하부강판은 내력산정 시 고려하지 않았다. 또한, 오메가형

강판의 단면형상을 그림 26과 같이 1개의 평판과 2개의 Z형

판으로 단순화하여 내력작용 위치 및 단면적을 산정하였다.

표 7은 오메가형 강판 1개의 길이를 곡선(Curve)으로 산

정한 값과 단순화(1H-2Z) 시킨 단면형상의 길이를 비교한

것이다. 그 결과 두 값의 오차는 3%이내였으며, 실험체의

공칭휨강도 산정 시 오차로 인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된

다. 내력 산정 시 오메가형 강판의 단면적은 단순화 시킨 길

이에 두께 0.5mm를 곱하였다.

식(4), (5)는 실험체 내부에 삽입된 오메가형 강판의 내력

을 고려한 중공실험체의 공칭휨강도를 산정하기 위하여 T2,

T3를 적용하였으며, T2, T3에 의한 영향은 오메가형 강판을

평판과 Z형판으로 나누어서 인장력이 작용하는 지점을 각각

분리하여 고려하였으며, 그 결과 값은 표 8과 같다.

  

  


   
(4)

  × 

 × 




× 



(5)

여기서, : 하부철선의 단면적(mm2)

: Z형판의 단면적(mm2)

: 평판의 단면적(mm2)

: 하부철선의 항복강도(MPa)

: 강판의 항복강도(MPa)

: 슬래브의 공칭강도(kN·m)

오메가형 강판의 영향을 고려한 중공 데크플레이트 슬래브

의 공칭휨강도는 기존의 식(1)에 의해 산정된 공칭휨강도보

다 150mm 실험체의 경우에는 34% 높게 나타났으며,

200mm 실험체의 경우에는 36%, 39% 높게 나타났다. 이

처럼 상향된 공칭휨강도를 기준으로 평가한 휨 내력비는 오

메가형 강판을 사용한 실험체의 경우 1.25∼1.34가 되며,

각 두께별 기존실험체와 중공실험체를 비교하면 편차가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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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체명

내력작용거리


(kN·m)

(kN·m) 

 


(mm)


(mm)


(mm)

SLD-M-150-150 125 0 150 30.5 1.00 44.71 1.47

SOD-M-150-75 125 112.5 75 41.0 1.34 51.29 1.25

SOD-M-150-50 125 100.0 50 40.8 1.34 53.51 1.31

SLD-M-200-200 175 0 200 43.5 1.00 67.48 1.55

SOD-M-200-75 175 137.5 75 60.6 1.39 81.45 1.34

SOD-M-200-50 175 125.0 50 59.2 1.36 74.73 1.26

표 8. 강판의 영향을 고려한 휨 실험체의 공칭강도

한다. 그림 27은 오메가형 강판을 내력산정에 반영한 경우와

반영하지 않은 경우인 표 5와 표 8에 의해 휨 내력비를 산

정한 그래프이다. 오메가형 강판의 영향을 내력에 반영하면

편차가 감소하고 일정한 내력비를 확인할 수 있다.

내부에 삽입된 오메가형 강판은 슬래브두께에 비례하여

증가한다. 실험결과에 의한 슬래브두께가 150mm인 중공실

험체의 최대 휨 내력은 공칭휨강도보다 25~31(%), 슬래브

두께가 200mm인 중공실험체의 경우 26~34(%)가량 높게

나타났다. 그러므로 중공체로 강판을 삽입하는 경우, 강판의

위치와 양, 일체화 등을 정확하게 규정하여 성능확인이 되면

오메가형 강판에 의한 내력증가를 설계에 반영하여도 될 것

으로 판단된다.

그림 27. 오메가형 강판의 영향 유무에 따른 휨 내력비 변화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철선일체형 데크플레이트를 이용한 일방향 슬

래브 내부에 오메가형 강판을 삽입하여 중공부를 형성한 실험체

를 제작 후 휨 및 전단 성능에 대하여 다음의 결론을얻었다.

(1) 오메가형 강판을 삽입한 중공 데크플레이트 슬래브와

기존 철선일체형 데크플레이트 슬래브를 비교한 결과,

오메가형 강판을 삽입한 중공 데크플레이트 슬래브가

150mm 실험체의 경우 휨 내력이 15~20%, 200mm

실험체의 경우 휨 내력이 11~21% 높게 나타났다.

이는 오메가형 강판 삽입으로 인한 중공 단면이 데크

플레이트 슬래브의 부재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으로 판단된다.

(2) 중공부 형성을 위해 삽입한 오메가형 강판은 최대 휨

내력과 연성을 증진시키는 효과를 가지며, 중공부가

없는 동일부재 데크플레이트와 비교 시 공칭 휨 강도

는 슬래브 두께와 강판 삽입량에 따라 약 30% 이상

증가하였다. 즉 오메가 강판의 삽입으로 발생하는 단

면 결손은 부재내력의 저하에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동일 슬래브 두께에서 상부 콘크리트 토핑량을 달리한

경우, 상부 콘크리트 토핑량에 따른 중공 데크플레이

트 슬래브는 솔리드 실험체보다 약 10% 이상의 내력

이 증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변형능력 역시 증가

하였다. 이는 오메가형 강판의 단면적이 증가할수록

휨 성능이 향상되어 전체적인 휨 내력이 증가하는 것

으로 판단된다.

(4) 오메가형 강판을 삽입한 중공 데크플레이트 슬래브는

토핑 두께에 관계없이 공칭전단내력 이상의 전단내력

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오메가형 강판 삽입으

로 인한 중공단면이 부재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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