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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개량 더블티 슬래브의 제안, 설계 및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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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ggestion, Design, and Evaluation of a New Modified Double Tee Sla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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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t. of Architectural Engineering, Dongguk University, Seoul 100-715, Korea

ABSTRACT A new modified full scale double tee slabs with the length of nib plate - 1,500 mm were suggested, designed, and exper-

imentally evaluated up to the loading of flexural failure. This slabs were composed of the tee section which was same to original PCI dou-

ble tee and the plate section which was modified in a new shape, and the prestressing force was applied at the bottom of tee section only.

This specimens were made from the domestic precast factory. The safety and serviceability of the modified nib plate with the dapped ends

were evaluated up to the ultimate flexural strength of tee section. As the experimental loading increased, the flexural crackings developed

first in the bottom of the slab and they changed to the increased flexural shear and inclined shear crackings in the nib and dapped portion

of the double tees. The suggested modified double tee slabs failed in ductile above the design loading with many evenly distributed flex-

ural crackings. The thickness of nib plate - 250 mm does not show any cracking under the service loading and show several minor flexural

cracking up to the ultimate state of tee portion. The proposed specimens were satisfied with the strength and ductility requirements in the

design code provisions in the tests. Additional experimental tests are required to reduce the depth and tensile reinforcement of nib plate

concrete for the practical use of this system effectively. 

Keywords : prestressed concrete, precast, double tee, flexural test, dapped end

1. 서 론

1.1 개요

더블티 슬래브는 국내외에서 가장 선호되는 PC 슬래

브(프리캐스트 슬래브)재료 중에 하나이다. 그 이유는 더

블티의 단면형상으로 인하여 가장 작은 단면으로 가장

효율적인 휨내력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더

블티 깊이가 다른 슬래브재보다 크므로 (500 ~ 900 mm),

층고증가에 따른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단점도 있다.
1)
 기

존 더블티는 역티형 보위에 단순 지지되어 시공된다. 이

슬래브 시스템은 Fig. 1과 같이 배수 및 공조설비 덕트를

위한 추가 공간이 슬래브 하단에서 400 ~ 600 mm에 이른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새로운 개량

더블티 슬래브를 제안하였다. 더블티 단부에 대형덕트를

포함할 수 있는 Fig. 2와 같은 니브길이 1,500 mm인 더

블티를 제작하였다. 제안하는 개량 더블티 슬래브는 댑

단부내에 대형덕트를 포함할 수 있으므로 삽입되는 덕트

깊이만큼 층고감축이 가능하다. 

니브 길이가 1,500 mm인 개량 더블티 슬래브에 대한

실물 휨 실험을 진행하였다. 이 실험체는 PC공장에서 실

제 건물에 적용되도록 제작한 실물 실험체이며, 사전연구

에서 전단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가 완료된 실험체이다.
2)

이 연구에서는 개량 더블티에 대한 휨실험을 진행하여

개량 더블티가 요구되는 휨내력을 발휘할 때까지 댑단부

에 균열 또는 처짐과 관련된 사용성과 안정성에 타당성

여부를 평가하려 한다. 

1.2 국외 유공 더블티 

더블티 슬래브 공사에서, 설비덕트는 바닥 슬래브에서

한 층의 모든 덕트가 일체화하여 조립된 후 천장슬래브

하부로 직접 상량되어 고정된다. Savage 등
3)
은 유공더블

티를 Fig. 3과 같이 소개하고 있으나, 이 방법은 복부 하

단의 PS강선 위에 개구부를 설치하였으므로 국내에서 활

용하기에는 문제가 있다. 즉 국내에서 공조설비는 하층

슬래브 바닥에서 한 층의 공조 시스템이 일체화되어 상

층 슬래브 하단으로 직접 상량하여야 하며, Fig. 3과 같

은 구조에서는 복부의 유공으로 덕트를 끼워 넣는 작업

을 해야 하므로 국내에서 활용하는데 문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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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안하는 새로운 개량 더블티

2.1 개요

제안하는 더블티는 단부에 개구부를 설치함으로써 중

앙부 PS강선 또는 주근 배근에 지장이 없도록 고려하였

다. 이 경우 슬래브 중앙부의 과도 모멘트는 PS강선 또

는 주근으로 보강 지지되며, 슬래브 단부의 과도 전단력

은 양 단부의 두께가 보 중앙부의 두께보다 더 두꺼운

직사각형판 형상의 플랜지에 의하여 지지될 수 있으며,

이 두꺼운 직사각형판 형상의 플랜지 하부에 조립된 설

비덕트를 직접 상량 고정할 수 있다.

Fig. 4에서 직사각형 콘크리트 보위에 설비덕트를 포

함하는 더블티의 단면을 볼 수 있다. 이 개량 더블티의

단부는 직사각형 보위에서 Fig. 4와 같이 직사각형 보위

에 그대로 올려지며 부가적인 거푸집이 없이 덧침콘크리

트 (topping concrete)를 타설할 수 있다. 아울러 보 하단

의 덕트는 Fig. 5와 같이 더블티 다리 사이로 보조덕트

를 설치할 수 있으므로 건물의 전체 공간에 덕트를 배

관할 수 있다. 

더블티 슬래브는 고하중, 장스팬 구조물로 주로 활용

되는 철골프레임에 매우 적합한 슬래브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철골보 위에 기존 더블티를 설치할 경우 더블티

단부에서 다리에 의한 집중하중이 발생하며, 덧침콘크리

트를 타설할 때 다리사이로 흘러내릴 수밖에 없다. 제안

하는 개량 더블티는 H형강보 위에 등분포 하중으로 그

대로 올려지며 부가적인 거푸집이 없이 그대로 덧침콘크

리트를 타설할 수 있으며, 슬래브의 연속화가 가능하다.

아울러 철골부재에 국부하중을 주지 않으므로 합리적인

두 재료의 조합을 형성할 수 있다 (Fig. 6 참조).

2.2 기존 더블티 공법과의 시공 깊이 비교

Fig. 7은 국내
4)
 및 해외에서 활용하고 있는 보와 더블티

의 연결부 단면도이다. 이 더블티의 플랜지 깊이는 50 mm

이며 국내에서는 그 위에 100 mm의 덧침콘크리트가 타

설된다. 따라서 기존 더블티는 Fig. 7과 같이 1,200 mm의

시공 깊이 (construction depth)가 요구된다. Fig. 8과 같

이 개량 더블티 슬래브에서는 더블티 단부에 설비공간을

Fig. 1 View of domestic construction site of the double tee

slabs

Fig. 2 A new modified double tee slab

Fig. 3 Double tee with web openings in the United States

Fig. 4 Connection of beam to modified double tee slabs with

the main service duct

Fig. 5 Auxiliary duct between the double tee legs

Fig. 6  Connection of wide flange steel beam and modified

double tee sla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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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하게 되고, 보와 덧침콘크리트 깊이만으로 슬래브의 시

공깊이를 형성할 수 있다. 이로 인하여 층 당 400 ~ 500 mm

의 층고감축이 가능하므로 예로 지상 6층의 건물의 경

우 약 3 m의 건물 높이를 축소할 수 있고 1개 층의 시

공비를 절약할 수 있는 획기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

2.3 설비 계획

Fig. 9에서 공조덕트는 더블티 단부에서 흡기와 배기

덕트가 놓여지며 건물의 단변방향 끝에서 일체화되어 수

직덕트로 연결된다. 일반적으로, 더블티 슬래브 공법은

더블티가 걸쳐 앉는 X방향으로만 내부보가 형성되며, Y

방향은 내부보가 없이 테두리 보만이 존재한다. 

즉, 더블티 슬래브 구조는 테두리보를 갖게 되지만 내

부보는 한 방향으로만 발달하게 된다. 그러므로 내부보

가 발달하지 않은 방향으로는 더블티 다리가 작은 보로

서 Fig. 9의 점선방향으로 수평력을 전달할 수 있으므로,

더블티 다리에 의한 강성이 충분하다면 점선방향으로 내

부보가 없이 안정된 횡력전달이 가능하다. 

3. 실험체 제작

3.1 재 료

PS강선은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12.7 mm, 저이완 7

연강선(low-relaxation 7-wire strand)으로, 국내 제조업체 K

사의 것을 사용하였고 일반철근은 항복강도 400 MPa의

이형철근을 사용하였다. PC 콘크리트의 설계 기준 강도

는 35 MPa, 덧침콘크리트의 설계 기준강도는 28 MPa를

Table 1과 같이 사용하였다. 실험 당일 공시체를 이용하

여 압축강도를 측정한 결과 Table 2와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3.2 제작 과정

실험체는 국내 D사의 PC공장에서 제작되었다. 거푸집

은 15 mm 철판을 사용하였으며 강선의 긴장 외력을 거

Fig. 7 Section of original double tee slabs

Fig. 8 Section of a new modified double tee slabs

Fig. 9 Plan with service duct

Table 1 Mix proportion for precast and topping concrete

fck

(MPa)

Gmax

(mm)

Slump

(mm)

S/a

(%)

W/C

(%)

Unit weight (kg/m
3
)

W C S G SP*

Precast concrete 35 25 80 41.5 40.0 169 469 723 1039 4.69

Topping concrete 28 25 80 40.5 46.0 177 385 736 1101 1.92

*Superplaticiz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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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집 자체로서 지지하도록 프레임 구조로 제작하였다.

일반 철근을 Fig. 10과 같이 배근한 후 132.3 kN의 힘

으로 강선을 긴장하였으며, 이 때 Fig. 11과 같이 유공

로드셀을 설치하고 콘크리트 타설 후, 강선 긴장력의 손

실을 측정하였다. 철근배근과 강선긴장이 완료된 후에 배

합강도 35 MPa의 PC 콘크리트를 타설하였고, 3시간 동

안 증기양생을 실시한 후에 배합강도 27 MPa의 덧침콘

크리트를 타설하였다.

또한 유공 로드셀을 이용하여 강선력을 측정한 결과

최대하중에서 강선 1가닥 당 117.6 kN의 하중을 보여주

었다. 해석상에서는 fpu의 75%로 초기 긴장한 것으로 설

계할 경우 예측한 유효강선응력 fsi가 1,395 MPa이므로

강선 단면적 93 mm
2
를 곱하면 129.7 kN이 되므로 약

12.1 kN (9.3%)의 긴장력 차이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초기 긴장 시 75%로 긴장하였으나, 콘크

리트 타설 과정에서 진동다짐과 콘크리트 자중 등에 의

하여 흔히 발생하는 10% 미만의 오차로 공칭강선 응력

(fps) 계산에서 손실 (loss)을 감안하므로 더블티 본연의 휨

거동에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4. 설 계

4.1 설계하중

2개의 실물 실험체는 초기에 스트럿-타이 모델
2)
로 설

계하였으나, 이 논문에서는 제안하는 실험체의 일반적인

설계방법을 제안하기 위하여, 프리캐스트 프리스트레스

트 콘크리트 구조설계 핸드북
1,5)
을 이용하여 설계하는 방

법을 제안하였다. 실험체 설계사례는 부록에 서술하였다.

하중산정 시 활하중은 MDF-1 실험체는 PC 더블티가 국내

슬래브 재료로 흔히 사용되는 지하주차장과 아파트형 공

장에 대한 활하중을 활용하였다. 지하주차장 활하중 6 kN/

m
2
, MDF-2 실험체는 아파트형 공장의 활하중 9 kN/m

2
에

대하여 각기 설계하였다. 적용 활하중과 실험체 자중에

의하여, 다음 Table 3과 같은 설계모멘트를 얻을 수 있

다. 실험체는 변 단면이므로 플레이트부분과 티(tee)부분

으로 나누어 하중을 재계산하면 MDF-2 실험체의 경우

Table 4와 같은 하중을 얻을 수 있다. 

2개의 실험체를 설계할 때, 제안한 개량 더블티는 실

구조물 내에서 연속됨으로 이를 기초로 설계하여야 하지

만, 실험조건이 단순지지상태에서 진행할 수밖에 없는 이

유로 실험체 설계도 보수적인 입장에서 단순지지로 설계

하였다. 

Table 4의 하중을 기초로 프리캐스트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실험체 설계에 필요한 각 설계모멘트를 Fig. 12

의 위험단면에서 구하면 Table 5와 같다. 

4.2 플레이트 설계

4.2.1 플레이트 전단설계

제안하는 더블티의 최대전단력은 더블티 양단부에서

발생한다. 세우기, 그리고 덧침콘크리트와 합성한 후의

외력 Vu가 세우기에서 PC 콘크리트에 의한 φVc와 합성

후 φVc 보다 작은 값이 되도록 플레이트 두께를 결정하

였다. 

(1)

4.2.2 플레이트 휨설계

구조물의 용도나 노출환경에 따라 균열의 정도를 제한

할 수 있다. 제안하는 더블티의 경우 슬래브 바닥면이

시야에 노출된다고 가정할 때 노출면에서 가시적인 균열

이 보이지 않도록 제어하기 위한 적절한 철근량을 보강

하여야 한다. 

이 더블티의 위험단면은 니브 끝, 절곡지점인 B지점이

φVc Vu≥

Table 2 Compressive strength of concrete at experiments

Precast concrete (MPa) Topping concrete (MPa)

MDF-1 40.9 33.5

MDF-2 42.3 39.0

Fig. 10 Steel form and reinforcement

Fig. 11 Installation of center hole load cell for prestressing force

Table 3 Summary of design moment         (unit : kN.m)

Dead load Const. load Live load Design load

MDF-1 189.6 54.5 326.7 750.2

MDF-2 189.6 54.5 435.6 9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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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로 이 지점에서 발생하는 사용하중 모멘트 M에 대한

휨배근을 하려한다. 니브 폭 2.4 m에 대한 인장응력 ft는

다음과 같다. 

(2)

M :사용하중 모멘트 (N .mm)

ft  :보 하단 인장응력 (MPa)

Sb :단면계수 (mm
3
)

가시적인 균열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 인장강도를 프리

캐스트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구조설계 핸드북 4.2.8

식
1)
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소개되어 있다. 식 (2)에 의한

값이 식 (3)을 초과할 경우 이에 필요한 휨보강을 하여

야 한다.

(3)

:콘크리트 전단면으로 계산한 허용 휨 인장응력

Gergely-Lutz
6)
에 의하여 유도된 아래 식 (4)에서, 외기

에 노출되지 않고 외관이 중요한 건물에 대한 프리캐스

트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구조설계 핸드북 Table 4.2.1
1)

에서 추천하고 있는 최대 균열 폭 w는 0.25 mm이다. 

(4)

fs :사용하중 상태에서의 철근의 응력 (MPa)

w :최 외곽 인장단에서 최대 균열 폭 (mm)

h1 :인장철근 도심으로부터 중립축까지 거리 (mm)

h2 :인장연단에서 중립축까지 거리 (mm)

dc:인장부에 가장 가까운 철근중심까지 콘크리트 두께 (mm)

A :유효인장면적을 철근의 개수로 나눈 콘크리트 유효

인장면적 (mm
2
)

여기에서 k = 0.3으로 가정하여 계산하면,

(5)

(6)

ft

M

Sb

-----=

fr′ 0.42 fck=

fr′

fs

w

1.1 10
5–×( )

h
2

h
1

----- dcA
3

-----------------------------------------------=

h
1

d kd–=

h
2

h kd–=

Table 4 Design loadings of MDF-2

Type
Wplate Wtee

kN/m
2

kN/m kN/m
2

kN/m

PCplateself (1) 3.6 8.6 0.0 0.0

Toppingself (2) 2.4 5.7 0.0 0.0

PCteeself (3) 0.0 0.0 2.8 6.7

Toppingself (4) 0.0 0.0 2.4 5.7

Construct (5) 1.5 3.6 1.5 3.6

Live (6) 9.0 21.6 9.0 21.6

Self weight (7)**

(1 + 2 + 3 + 4)
6.0 14.3 5.2 12.5

Ser.erection (8)

(7) + (5)
7.5 17.9 6.7 16.0 

Ultimate erection (9)

(7) × 1.2 + (6) × 1.6
21.6 51.8 20.6 49.4

Ultimate service (10)

(6) + (7)
15.0 35.9 14.2 34.1

Ult. w/o Live (11)  

(7) × 1.2
- 17.2 - 14.9 

Ultimate (12)

(7) × 1.2 + (6) × 1.6
- 51.7 - 49.6

Wplate: uniformly distributed loading at the plate

Wtee: uniformly distributed loading at the tee

PCplateself(1): self weight loading due to precast concrete of plate portion

Toppingself(2): self weight loading due to topping concrete of plate portion

PCteeself(3): self weight loading due to precast concrete of tee portion

Toppingself(4): self weight loading due to topping concrete of tee portion

Construct(5): construction loading after erection 

Live (6): live loading on composite concrete

Self weight (7): total self weight with precast and topping concrete

Ser.erection (8): service loading in erection

Ultimate_erection (9): ultimate loading at erection

Ultimate service(10): service loading at composite 

Ult. w/o Live. (11): ultimate loading without live loading

Ultimate. (12): ultimate loading

Fig. 12 Location of critical section

Table 5 Design moment and shear of MDF-2

Type

Moment

(kN.m)

Shear

(kN)

at B at C atA + d at B

x※ 1.5 5.5 0.25 1.5

Md (1 + 3) 50.1 103.9 38.8 26.9 

Mtop (2 + 4) 40.4 85.7 30.5 22.7 

Mconst (5) 25.7 54.5 19.4 14.4 

ML (6) 109.4 490 144 116.2

Self weight (7)

(1 + 2 + 3 + 4)
90.4**** 189.6** 69.3

†
49.6 

Ser.erection (8)

(7) + (5)
116.1 244.1 88.7 64.0 

Ultimate erection (9)

(7) × 1.2 + (5) × 1.6
149.6 314.7 114.2 82.6 

Ultimate service (10)

(6) + (7)
199.8

†††
679.6 213.3 165.8

Ult. w/o Live (11)

(7) × 1.2
108.5 227.5 83.2 59.5 

Ultimate (12)

(7) × 1.2 + (6) × 1.6
283.5 1,011.5* 313.6 245.4

※ Distance from the end of sl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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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압축측 연단에서 인장재 도심까지 거리 (mm)

k :사용하중설계에서 사용된 계수

h :플레이트 두께 (mm)

균열 제한 필요조건을 만족하기 위해 사용하중 상태에

서 철근응력 fs는 0.6fy 이하로 제한될 때 요구되는 철근

량은 식 (7)의 값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7)

As :요구되는 철근량 (mm
2
)

위의 해석 결과를 토대로 다음의 Table 6에 정리하였고,

Figs. 13과 14와 같이 2개의 실험체를 설계 결과에 따라

제작할 수 있다.

4.3 티(tee) 설계 

식 ACI 318-95의 식 (18-3)을 이용하여 fps를 구하면,

(8)

응력블럭의 깊이는 식 (9)와 같다. 

(9)

As

M

0.9fsd
--------------=

fps fpu 1
γp

β
1

----- ρp

fpu

fck

------
d

dp

----- ω ω′–( )+  –⎝ ⎠
⎛ ⎞=

a
Aps fps As fy As′ fs′–+

0.85fckb
-------------------------------------------------=

Fig. 13  Reinforcement of specimen MDF-1

Fig. 14  Reinforcement of specimen MDF-2

  

Table 6. Summary of nib plate design

Vu,erec

(kN)

φVc,erec

(kN)

Muerec

kN-m

φMerec

N-m

As,erec

(mm
2
)

Vu, comp

(kN)

φVc,comp

(kN)

Mserv

(kN-m)

ft,comp

(MPa)

fr'

(MPa)

s1

(mm)

A

(mm
2
)

fs,comp

(MPa)

As,req

(mm
2
)

As,deta

(mm
2
)

As,use

(mm
2
)

MDF-1 114.4 198 149.6 134.0 4,408 236.8 336
***

163.4 12.9 2.5 177 13,446 226.3 3,782 14-D19 4,013

MDF-2 114.4 198 149.6 154.0 4,408 313.6 336 199.8 12.9 2.5 153 11,653 237.4 4,410 16-D19 4,587

Vu,erec   : external shear loading in erection with precast concrete,  ft,erec : tensile stress of concrete at composite concrete    

φVc,erec : designed shear strength of precast concrete in erection,   fr'   : limit of tensile stress      

Muerec  : external flexural moment at erection,                   s1    : space of tensile flexural reinforcement in the nib

φ Merec : designed flexural strength of precast concrete in erection, A    : average effective area around one reinforcing bar

As,erec  : required tensile reinforcement in erection,               fs,comp : steel stress at composite concrete

Vu, comp : external shear loading with composite concrete,          As,req : required tensile reinforcement

φVc,comp : ultimate shear strength of composite concrete,           As,deta : detailed tensile reinforcement in specimens

Mserv   : service moment of composite concrete,                 As,use  : the area of tensile reinforcement in specim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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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응력블럭의 깊이가 플랜지 깊이보다 작을 경우, 

a ≤ hf (10)

더블티의 휨강도는 식 (11)과 같다.

(11)

위의 해석 결과를 토대로 다음의 Table 7에 정리하였다. 

해석 결과를 정리한 Table 8에서 내력 φMn은 MDF-1실

험체와 MDF-2 실험체에서 789.6 kN-m와 1,073.0 kN-m로

산출되었으므로 실험체 자중에 의한 모멘트는 Table 5에

서 189.6 kN-m** 이므로 등분포자중에 의한 모멘트를 제

거한 값은 Table 8의 600.0 kN-m와 883.4 N-m이며, 이

모멘트를 발생하기 위한 하중을 Fig. 15의 실험방법으로

산출하기 위하여 Table 9와 같이 290.9 kN과 428.3 kN의

가력을 하여야 한다.

니브 끝에서의 전단내력 φVn (395.9 kN)은 Table 6에서

콘크리트에 의한 전단내력 φVc, 336 kN
*
에 스터럽보강에

의한 전단내력 φVs, 59.9 kN을 더한 값이다. 실험체 자중

에 의한 전단력을 Table 5에서 구하면 69.3 kN
†
이므로 자

중효과를 제외한 가력 예상 전단내력은 326.6 kN이 된다.

이 내력이 발생하기 위하여 Fig. 15의 실험 방법으로는

653.2 kN의 가력하중이 요구되므로 MDF-1과 MDF-2 실

험체는 해석상으로 휨파괴로 종국 파괴된다.

5. 실 험

이 실험에서는 총 길이 11 m, 니브 폭 2.4 m의 개량 댑

단부를 가진 실물 실험체에 휨실험을 실시하였다. 하중

재하 점은 등분포하중에 가장 유사한 모멘트를 산출하도

록 실험체 총 길이에 1/4이 되는 지점 2곳에 가력 포인

트를 두어 4점 재하방법으로 실험하였다(Fig. 15 참조).

한편 처짐을 측정하기 위한 변위계는 Fig. 15와 같이 실

험체 중앙에 설치하였으며, 하중 재하 방식은 실험체가

파괴될 때까지 변위제어 방식에 의하여 가력하였다.

6. 실험 결과 및 분석

6.1 실험체 거동 

6.1.1 MDF-1 실험체

MDF-1 실험체에는 복부에 강선 2개 씩 총 4개의 강

선을 배치하였다. 실험체 중앙부 복부하단에서 하중 69 kN

에 미세한 휨균열이 처음으로 발생하였고, 하중 75 kN에

이르러 이 미세 휨균열들은 복부 중앙부위에 까지 도달

하지만 균열 폭은 0.1 ~ 0.2 mm 수준이었다. 하중 100 kN

에 이르러 최대모멘트 구간인 가력포인트 사이구역에 일

부 균열은 플랜지 하부까지 도달하였다. 가력하중 137 kN

에서 댑단부에서 1 m 안쪽의 복부에서 복부 사인장 균열

이 발생하기 시작하였고, 가력하중 195 kN에서는 댑단부

안쪽 1 m 부분에서 휨전단 균열도 발생하여 가력점으로

진행하였다. 

니브 부위의 휨균열은 Fig. 16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167 kN에서 시작하여 196 kN에서는 니브 두께의 1/3 지

점까지 발달하였다. 가력하중 300 kN을 넘어서는 하중-

변위 그래프는 비선형으로 꺾였고 변위는 증가하였으나

Mn Aps fps dp

a

2
---–⎝ ⎠

⎛ ⎞ As fy d
a

2
---–⎝ ⎠

⎛ ⎞ As ′ fy′
a

2
--- d′–⎝ ⎠
⎛ ⎞+ +=

Table 8 Summary of design and calculated loading

Specimens
Calculated internal

φMn (kN-m)

Dead load

Md (kN-m)

Calculated 

experiment

Mexp (kN-m)

Calculated 

experiment loading

Pu (kN)

at end of nib

Calculated experiment 

φVn (kN)

Calculated experiment 

Pu (kN)

MDF-1 789.6 189.6 600.0 290.9 326.6 653.2

MDF-2 1,073 189.6 883.4 428.3 326.6 653.2

Table 9 Comparition of analytical and experimental results

Specimens

Analytical results Experimental results

Calculated strength

φMn (kN-m)

Calculated experimental 

loading Pu (kN)

Ultimate loading

(kN)

Deflection at ultimate

loading (mm)
Pattern of failure

MDF-1 789.6 290.9 427.3 405.6 Flexural failure

MDF-2 1,073.0 428.3 568.4 372.5 Flexural failure

Table 7 Summary of flexural design

Mu (kN-m) fps (MPa) a (mm) φMu (kN-m)

MDF-1 750.2 1,839 26.2 789.6

MDF-2 1,011.5
*

1,831 38.0 1,073.0

Fig. 15 Layout of experi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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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중의 증가는 감소하였다. 이 지점부터는 균열의 폭이

가시적으로 증가하여 종국하중에 이르러 Fig. 17과 같이

최대균열 3 mm까지 확대되었다.

Fig. 18의 하중-변위 그래프에서 최대하중은 427.3 kN

(881.3 kN-m) 그리고 최대하중 시 변위는 405.6 mm를 보

여주었다. 이는 Table 9의 해석 실험하중 290.9 kN에

147%에 해당하는 하중이며, Table 7의 설계하중 모멘트

(factored load moment)를 초과하는 하중이다. MDF-1 실

험체는 종국하중까지 취성변형이 없었고 고르게 분포된

많은 균열을 만들어내며 연성 파괴하였다. 종국하중

427.3 kN을 상회하여 하중가력을 하였으나 하중의 증가

는 없었고 변위의 증가만 지속되었으므로 실험을 종료하

였다.

6.1.2 MDF-2 실험체

총 8개의 강선을 배치한 MDF-2 실험체는 MDF-1보다

60 kN 정도 큰 129 kN에서 초기 휨균열이 가력구간 내

부에서 파악되었고, 196 kN에 이르러 새로운 다수의 휨

균열이 가력구간 내부에 발생하였으며. 이 균열은 복부

중앙부에 이르렀다. 294 kN에서 이 휨균열은 플랜지 하

부에 이르렀으며, 가력구간 외부 복부에서 사인장 균열

이 발생했으며 이 사인장 균열은 슬래브 하단 휨전단 균

열로 연결되었다. 

니브에서 초기균열은 MDF-1 실험체와 유사하게 176.4 kN

에서 발견되었다. Fig. 18의 하중-변위 그래프에서 최대하

중은 568.4 kN, 최대하중 시 변위는 372.5 mm를 보여주

었다. 이는 해석 설계하중 458.2 kN의 124%에 해당하는

하중이며, 설계하중 (factored load)을 초과하는 하중이다.

실험체 MDF-2의 종국하중 하에서 변형은 372.5 mm로서

실험체 MDF-1의 405.6 mm보다 작은 변위, 높은 강도에

서 다수의 균열과 함께 파괴되었다 (Figs. 19와 20).

2개의 실험체는 강선 수와 콘크리트 강도 외에는 동일

한 물량으로 제작되었다. MDF-2의 콘크리트 강도가 MDF-

1보다 1.4~5.5 MPa 정도 소량의 증가는 있었지만(Table 2

참조) 이 영향은 미소하고, 다수의 강선을 포함한 실험체

일수록 강성이 증가하고 작은 변형으로 파괴됨을 보여주

었다. Fig. 18의 MDF-2 실험체 하중-변위 그래프에서 가

Fig. 16 Flexural and shear crackings in the nib and web under

the ultimate loading of MDF-1

Fig. 17 Flexural crackings in the web under the ultimate

loading of MDF-1

Fig. 18 Load-displacement relationship of specimen MDF-1 and MDF-2

Fig. 19 Flexural crackings in the web under the ultimate loading

of MDF-2

Fig. 20 Flexural and shear crackings at the nib and web under

the ultimate loading of MDF-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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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하중이 최대하중 568.4 kN에서 513.5 kN으로 갑자기 감

소하게 되는데 이는 큰 소음과 함께 강선 한 가닥이 끊

어지며 발생하였다. 그 후 계속 가력하였으나 532.1 kN까

지 내력은 증가하다가 더 이상의 내력증가는 없었고 변형

만 계속되므로 Fig. 21과 같이 실험을 종료하였다. 

6.2 실험체 거동 비교

실험체 MDF-1과 관련된 Figs. 16과 17에서 그리고 실

험체 MDF-2의 Figs. 19와 20 그리고 21에서 최대하중에

서 니브와 댑단부의 균열과 실험체 중앙부의 균열을 비

교하면, 실험체 중앙부는 3 mm 이상의 폭을 가지는 휨

균열이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반면에 댑단부에는 폭

0.5 mm 이하의 전단균열과 니브 하단의 미세한 휨균열

만이 눈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실험체가 휨에 의한 연

성 종국파괴가 이루어 질 때까지 댑단부는 충분히 안전

하였고, 250 mm 니브의 두께와 설계는 충분한 여유강도

를 보유하였다고 판단된다.

2개의 실험체의 경우 사용하중에 의하여 니브 초기균

열의 발생여부를 검토하여 보면, Table 5에서 MDF-2 실

험체의 니브 끝부분 B에서 휨모멘트는 199.8 kN-m
†††
이

다. MDF-1 실험체는 같은 방법으로 163.4 kN-m이다. 자

중에 의한 효과 (90.4 kN-m****)를 제거하면, MDF-2실

험체는 109.4 kN-m이고, MDF-1실험체는 73 kN-m이다.

이는 가력하중으로 환산하면 109.4 / 1.5 × 2 = 145.9 kN과

97.3 kN이 되지만, 실험에서의 니브 초기균열은 예상 사

용하중을 초과한 176.4 kN과 166.6 kN에 발생하였으므로

사용하중 하에서는 니브에 어떠한 균열도 발생하지 않았다.

7. 결 론

이 연구에서는 층고절감 측면에서 효율성을 강화시킨

니브 길이 1,500 mm인 개량 더블티 슬래브를 제안, 설계

하고 종국 휨강도까지 실험에 의하여 평가하였다. 휨 실

험에 의하여 제안하는 더블티의 안전성과 사용성을 검토

하고자 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1) 제안한 개량 더블티 슬래브는 설계하중 이상의 휨

내력과 많은 균열과 함께 파괴되는 충분한 연성도

를 가지고 파괴되었다. 따라서, 이 실험에서 실험체

는 설계기준 조건을 만족시키는 강도와 연성거동을

보여주었다. 

2) 니브 길이가 1,500 mm, 두께 250 mm의 니브 부분

은 사용하중 하에서 어떠한 균열도 발생하지 않았

고, 긴장력을 적용한 티 (tee)부분의 극한하중 하에

서도 미소한 균열만 발생하였다. 

3) 제안하는 PCI 핸드북에 의한 설계방법은 새로운 개

량 더블티 설계에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음을 알

게 되었다.

4) 강선 8개가 포함된 더블티는 강선 4개가 포함된 더

블티에 비하여 33% 이상의 강도증가가 있었으나 종

국하중 하에서 변형은 MDF-1 (강선 4개) 405.5 mm

와 MDF-2 (강선 8개) 370.6 mm로서, 강선을 많이

포함할수록 부재의 강성이 증가하여 동일한 하중

하에서 작은 변형을 산출하게 되고 종국변형도 작

게 산출되는 것을 보여주었다.

5) 보다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니브 두께와 니브 인

장철근을 감소시킬 수 있는 추가 실험이 개량 댑

더블티에 대하여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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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1 Ultimate deflection of specimen MDF-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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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니브 플레이트 길이가 1,500 mm인 새로운 실물크기 개량 더블티 슬래브를 제안, 설계하고 종국 휨강도까지

실험에 의하여 평가하였다. 이 슬래브는 기존의 PCI 더블티와 같은 티 (tee)단면과 새로이 개조된 플레이트단면으로 구

성되어있으며, 긴장력은 티 (tee)단면 하부에만 적용되었다. 이 실험체는 국내 프리캐스트 공장에서 제작한 실험체이다.

휨실험에 의하여 티 (tee)단면이 종국 휨강도를 발휘할 때까지 개조된 댑단부를 포함한 니브 플레이트 단면의 안전성과

사용성을 평가하려 하였다. 하중을 가력할수록 초기 휨 균열들이 더블티 하단에서 발생하였고, 그 후 휨전단과 사인장

균열들은 댑단부와 니브 부분으로 증가하여 발생하였다. 제안한 개량 더블티 슬래브는 설계하중 이상의 휨 내력으로 고

르게 분포된 많은 휨균열과 함께 연성 파괴되었다. 두께 250 mm의 니브 플레이트부분은 사용하중 하에서 어떠한 균열

도 발생하지 않았고, 티 (tee)부분의 극한하중 하에서도 미소한 휨균열만 보여주었다. 제안하는 실험체는 이 실험에서 설

계기준 조건을 만족시키는 강도와 연성거동을 보여주었다. 보다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니브 플레이트 두께와 인장철

근을 감소시킬 수 있는 추가 실험이 제안하는 개량 댑 더블티에 대하여 요구된다. 

핵심용어 :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프리캐스트, 더블티, 휨실험, 댑단부

8. 향후 연구내용

초기에 이 실험체는 스트럿-타이 모델
2)
에 의하여 설계

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새로운 개량 더블티 슬래브를 제

안하였고, 스트럿-타이 모델보다 간편하고 실무활용이 가

능한 PCI핸드북에 의하여 설계를 하여 이 설계방법을 제

안하였다. 

근래에 대형 할인매장 PC건물에서, 시야에 노출된 더블

티 하부에서 발생된 균열이 PC부재에 대한 불신으로 이

어지므로, 이 연구에서는 사용하중 하에서 니브와 댑단부

연결부 하단의 균열을 철저히 제어하려 하였다. 따라서,

플레이트 설계에서 세우기 하중에 의한 프리캐스트 단면

에 대한 설계는 일반적인 강도설계에 기초하여 설계를 제

안하였고, 합성단면에 대한 플레이트 단면설계는 PCI핸드

북
1)
에 따라 균열제어를 위한 사용하중 설계를 진행하였

다. 설계결과 스트럿-타이 모델에 의한 설계와 유사한 인

장철근 (MDF-2 실험체의 경우, As= 16-D19)를 요구하였다.

사용하중 설계에서 니브 플레이트의 휨철근응력 fs값이

균열제한 필요조건을 만족하기 위하여 0.6 fy를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되었다, 이를 만족하기위하여 인장철근

의 피복두께가 조정되어야 하고, 이 설계에서 fs값은

Gergely-Lutz
6)
의 유도된 식 (4)로 계산한 결과 0.57 fy에서

0.59 fy에 도달하였다. 이 철근응력은 탄성설계에 의한 철

근량 계산(식 (7))에 그대로 활용되었고, 이에 대하여 실

험을 진행하였다. 

제안하는 실험체는 사용하중에서 균열이 발생하지 않았

고 극한하중 하에서도 충분히 안전하였다. 따라서 제안하는

실험체를 활용과 관련된 안전성은 확인되었다 할 수 있다.

보다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니브의 두께와 인장철근

을 감소시킬 수 있는 추가 실험이 개량 댑 더블티에 대

하여 요구된다. 

9. 부록- 설계 사례

9.1 개요

이 연구에서 MDF-2 실험체에 대하여 설계한 방법을

나열하였다. 

9.2 플레이트 설계 

9.2.1 플레이트 전단설계

PC 니브 플레이트 두께를 150 mm, 덧침콘크리트 두께

를 100 mm로 Fig. 22와 같이 하였을 때 설계결과는 Table

10과 같다.

9.2.2 플레이트 휨설계

니브 부분의 최대 모멘트는 니브 끝 절곡지점인 B지점

에서 발생하므로 Table 5에서 세우기에서 설계모멘트
†††
는, 

M = 149.6 kN−m

Ru

Mu

φfckbd
2

-----------------
149.6 10

6×

0.85 35× 2 400,× 112
2×

---------------------------------------------------------- 0.167= = =

ρ
0.85fck

fy
---------------- 1 1 2.353Ru––( )=

 
0.85 35×

400
--------------------- 1 1 2.353 0.167×––( ) 0.0164= =

As ρbd 0.0164 2 400, 112×× 4 408 mm2,= = =

Fig. 22 Section of plate

Table 10 Shear design results of plate

 h (mm)d (mm)φV
c

(kN)φV
s
(kN) φV

n
(kN) V

u
(kN)

Erection 150 112 226 59.9 285.9 114.2

Composite 250 212 374 59.9 433.9 313.6
†
, 

†† 
obtained from Table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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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D19( )를 사용하면,

     =

      

      

B지점 Table 5**에서 덧침콘크리트와 합성 후 사용하

중 모멘트는, 

니브 폭 2.4 m에 대한 인장응력 ( ft)은 다음과 같다.

가시적인 균열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 인장강도를 프리

캐스트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구조설계 핸드북 4.2.8

식
1)
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한할 수 있다. 

   < 22.2 MPa (추가 보강철근 필요)

   < 400 × 0.6 = 240 MPa    만족

외기에 노출되지 않고 외관이 중요한 건물에서 최외단

인장단에서의 프리캐스트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구조

설계 핸드북에서 추천하고 있는 최대 균열 폭, w는 Table

4.2.1
1)
에서 0.25 mm로 할 수 있다.

w = 0.25 mm

j = 0.9와 k = 0.3으로 가정하여 계산하면:

d = 250 − 38 = 212 mm

kd = 0.3(212) = 63.6 mm

h1 = d − kd = 212 − 63.6 = 148.4 mm

h2 = h − kd = 250 − 63.6 = 186.4 mm

h2 /h1 = 186.4 / 148.4 = 1.26

dc = 38 mm

16-D19를 사용할 때 철근간격 b1은 다음과 같다. 

유효면적 A는

Gergely-Lutz
6)
의 유도된 식으로부터,

= 236.7 MPa

< 400 × 0.6 = 240 MPa 만족

만약 사용하중 상태에서 j값을 0.9로 하면, 요구되는

철근량은 다음과 같다.

16-D19 철근을 사용하면, 

이는 세우기에서 PC단면에 대하여 강도설계에 의한 설

계에서 필요한 철근량 4,408 mm
2
와 유사한 결과를 산출

하였다. 따라서, 이 실험에서는 Fig. 23과 같이 16-D19를

MDF-2 실험체에 사용하였다.

9.3 티 (tee) 설계 

설계강도 28 MPa의 덧침콘크리트를 사용할 때 ACI 318-

95의 식 (18-3)을 이용하여 fps를 구하면

   = 1,830.3 MPa

As 4 584 mm2 ρ,, 0.017= =

ω
ρfy

fck
-------

0.017 400×
35

--------------------------- 0.194= = =

φMn φfckbd
2
ω 1 0.59ω–( )=

0.85 35× 2 400,× 112
2× 0.194×

1 0.59 0.194×–( )× 10
6–× 153.9 kN m–=

Mu> 149.6 kN m–=

M 199.8 kN-m=

ft
M

Sb

-----
199.8 10

6×

2 400 150( )2/6,
----------------------------------- 22.2 MPa= = =

fr′ 0.42 fck 0.42 35× 2.48 MPa= = =

b
1

2 400 2 50×–,
16 1–

---------------------------------- 153.3 mm= =

A 2 153.3( ) 38( ) 11 650.8 mm
2,= =

fs
0.25

1.1 10
5–×( ) 1.26( ) 38 11 650.8,( )3

--------------------------------------------------------------------------------=

As elec,

M

0.9fsd
--------------

199.8 10
6( )

0.9 236.7( ) 212( )
--------------------------------------- 4 424.0 mm

2,= = =

As 4 586 mm
2,=

fps 1 860 1
0.28

0.85
----------

744 1 860,( )
2 400 600( ) 35( ),
---------------------------------------

600

600
--------- 0.021 0–( )+–⎝ ⎠

⎛ ⎞,=

a
744 1 830,( ) 2 026.8 400( ),+

0.85 28( ) 2 400,( )
------------------------------------------------------------------ 38.0 mm= =

φMn 0.85 744 1 830.3,( ) 600 38/2–[ ]/10
6

0.85+×=

 2 026.8 400( ) 600 38/2–[ ]/10
6,× 1 073.0 kN m–,=

Fig. 23 Reinforcement at the nib plate of MDF-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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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성에 대한 요구조건 검토:

1.2 Mcr < φMn

여기서, 

S =콘크리트 단면계수 (mm
3
)

P =유효 긴장력 (N)

fpe =강선의 유효 긴장응력 (MPa)

e =콘크리트 중심에서 강선도심까지의 편심 (mm)

=

  
 

 

위의 식에서, 1.2Mcr < φMn이므로 연성에 대한 요구조

건을 만족하였다. 

P fseAps 1 179 744( ), 877.2 kN= = =

1.2Mcr 1.2
P

A
---

Pe

Sb

------ 0.63 fck+ +⎝ ⎠
⎛ ⎞Sb=

1.2
877.2

525 000,
-------------------- 10

3 877.2 419.8( ) 10
3×

2.7 10
7×

--------------------------------------------- 0.63 35+ +×
⎝ ⎠
⎜ ⎟
⎛ ⎞

2.7 10
7×( )/10

6× 616.8 kN m⋅=

<1 073.0 kN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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