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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t is increased the necessity of the examination for safety of Steel Beam to SRC Column 

connection part in a new extension building. This study is presented the examination and cause 

analysis about damage of Steel Beam to SRC Column connection. so it is prevented collapse and 

extended use duration in building.

요  약

오늘날 증축된 건축물의 기존 SRC 기둥과 신설 철골보로 연결된 구간에 한 합부의 안 성에 

한 검토의 필요성이 증 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SRC 기둥과 철골보의 합부 손상에 해 조사

하고 이에 한 원인을 분석하여 건물의 붕괴 방지  수명연장을 도모하고자 한다.

 

1. 서   론

  오늘날 국내 건물에서 수직, 수평 증축된 건물의 붕괴 사례가 증하고 있으며 이에 한 신구 

구조물의 연결 구간에 한 합부 안 성에 한 검토의 필요성이 증 되고 있다. 증축된 건물

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은 기존 SRC 기둥에 합부의 후설치 앵커 이트에 의한 철골보 설

치 방법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증축된 구조물에서 SRC 기둥과 철골보를 사용한 장을 조사

하여 안 성  사용성에 유해한 물리 , 기능  결함을 확인하고, 합부 손상에 한 원인을 분석

하고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본   론

    SRC 기둥과 철골보를 사용하여 증축된 국내 건축물(11개 장)에서 주로 발견되는 손상부 는 그

림 1과 같이 후설치 앵커 이트 합부 최하단이며 그 원인은 앵커 치 홀 변경  수동가스

단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합부 손상 황

        손상 황  
총개소

앵커볼트

미시공

앵커볼트

풀림

앵커볼트

체결불량

홀 변경 

수동가스 단부

이트

들뜸

손상개소

합계

총개소 - - - 10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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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볼트 구조 검토 인장과 단의 복합하  검토(HILTI)

=2.0 : 강재 괴가 

지배 일 경우

=1.5 : 그 외의 괴

가 지배 일 경우

수평 증축된 건물 평면도

그림 1. 합부 손상 황

○: 앵커홀 변경, ●: 앵커머리부 수동가스 단

표 2. 앵커볼트 구조검토

  장에서 앵커볼트 개수  크기를 결정할 때, 표2와 같이 상부 앵커는 인장과 단이 동시에 작

용하는 하 으로 검토하며 하부 앵커는 단에 작용하는 하 만을 검토하여 설계하는 것이 일반

인 방법이다. 따라서 장에서는 하부부근의 앵커 설치를 신 히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둥의 철근과 간섭될 경우에는 앵커 홀의 치를 변경하거나 수동가스 단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하지만 최하단부에서 앵커간의 간격  앵커삽입깊이 그리고 연단거리 기 을 반드시 만족시켜

야 하는 것이므로 하부 부근의 앵커를 기 에 맞게 설치하도록 장에서는 특별히 신경을 써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3. 결   론

  1. 합부의 상세조사결과 구조내력에 기인한 부재의 변형  좌굴, 후설치 앵커 이트의 변형 

는 이트 들뜸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 합부(후설치 앵커 이트)  후시공 앵커의 탈락은 하부에서 거의 부분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기둥의 철근 간섭에 의해 홀의 치를 변경하고 수동가스로 단을 하여 삽입 길

이 기 을 만족시키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요인이라고 볼수 있다.  

  3. 보수·보강 부분을 포함한 구조체  비구조체의 균열진행상황과 사용성의 문제를 수시로 검

하여 사용성의 문제  기존에 발생된 균열 진행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구조 문가와 의하여 

조치하는 것이 건물의 안 과 효율 인 유지· 리 차원에서 바람직하다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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