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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general, conventional sheeting H-pile is often used as a temporary member installed upon construction of

outer retaining wall at basement floor. In CBW (composite basement wall), R/C basement wall is combined with H-Pile

and resists lateral soil pressure together. This paper presents an experimental results of push out shear test of CBW with

stud coupler as shear connectors to combine H-Pile with R/C wall six specimens with different diameter of FT (form tie)

and arrangement of shear connectors were tested to evaluate the shear capacity of the composite wall. Test results showed

that shear strength increased with diameter of FT. The shear strength of shear connector in CBW could be suitably

predicted by using the previous equations codified in the codes. Best corelation, especially, was found when the calculation

result by the formula in AISC 360-05 was compared to test one. 

Keywords : basement composite wall, shear connector, form tie

1. 서 론

1.1 연구 배경

도심지의 제한된 공간에서 대형 건축 지하구조물을 축

조하기 위한 지하 굴토공사는 주변지반의 안정이 최우선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 흙막이 공사가 필수적으로 검

토되어야 한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흙막이벽은 H-말뚝

+토류판 (엄지말뚝 및 토류판) 흙막이, 주열식 흙막이

(CIP 및 SCW), 지하연속벽 흙막이 공법들이 있다. 이러

한 공법들 가운데 가장 널리 사용되는 공법은 시공이 용

이한 가설 흙막이 구조이다. 가설 흙막이 구조에서 응력

부담재로 주로 사용되고 있는 H-말뚝은 주열식 흙막이

벽체에서 지하외벽의 시공이후에는 방치되므로 재료의 낭

비를 초래하게 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가설재인 H-

말뚝과 지하벽을 합성한 합성지하벽 (composite basement

wall; CBW) 공법
1)
이 개발되어 현재 많은 국내의 현장에

활용되고 있다. 

합성지하벽의 기본적인 개념은 흙막이 벽의 일부를 건

축구조부재로 활용하여 통상 주열식 흙막이 내에 있는

H-말뚝과 건축 지하벽이 합성된 부재를 말한다. 즉, 합

성지하벽은 흙막이 구조에 전단연결재를 사용하여 옹벽

과 일체 거동을 시켜 단순한 흙막이 가설재로 간주한 시

설들을 영구적인 구조물로 사용하는 구조체이다. 

이에 따라 합성지하벽은 Fig. 1과 같이 토압이 작용하

는 면에는 H-말뚝이 있고 그 배면에는 건축벽이 있어 스

팬 중앙부에서 R/C벽체에 인장응력이 작용하고 H-말뚝

에는 압축응력이 작용하게 된다. 따라서 합성지하벽의 휨

거동은 흙막이로 사용된 이후 방치 또는 제거되는 H-말

뚝을 벽체와 합성함으로써 지하벽의 강도 및 강성을 증

가시킬 수 있고 이에 따라 벽체의 단면을 절감하여 경

제성을 제고시킬 수 있게 된다. 또한 전단력이 높은 단

부에서 콘크리트 벽체가 압축응력을 받을 뿐만 아니라,

콘크리트 벽체두께가 일반 합성보의 콘크리트 슬래브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전단에 효과적으로 저항하

게 된다.

합성지하벽에서 H-말뚝과 지하벽의 합성을 위해서는

헤드 스터드와 같은 전단연결재를 H-말뚝면에 용접하고

건축벽 시공을 위한 거푸집을 구축하여야 한다. 이때 사

용되는 거푸집 시공은 유로폼과 솔져공법 (soldier system)

을 사용한 방법이 널리 사용되고 있는데 이들 시스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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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푸집널로 유로폼을 사용하고 지지체로 합성벽전용 지

지틀인 합벽지지대를 사용하여 도심지 공사시 지하공간

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최근 합성지하벽의 시공에 있어서 두 벽의 합성을 위

하여 사용되는 전단연결재에 거푸집을 연결하여 무지주

로 지하벽을 시공할 수 있는 방법
2)
이 개발되어 그 시공

성능과 구조적인 안전성에 관련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무지주 합성지하벽 공법은 Fig. 2(a)와 같이 지하 건축벽

을 시공함에 있어서, 유로폼과 솔져공법을 사용한 공법

과 달리 지주없이 합성지하벽을 구성할 수 있는 공법을

말한다. 이와 같은 무지주 합성지하벽을 구성하기 위하

여 Fig. 3과 같이 커플러와 폼타이로 거푸집을 지지하며

벽체 시공후에 폼타이는 회수하여 재사용하거나, 합성을

위한 전단연결재로 사용하도록 한다.

이 공법의 장점은 종래의 시공 방법에서 사용하고 있

는 지주를 별도로 설치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 시공

공정이 간단하여 시공성과 경제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

이다. 또한 무지주 시공에 의하여 시공현장의 활용이 용

이하며, 작업공간을 넓게 확보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

한 지주없이 지하 합성벽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콘크리트

타설시 충분히 거푸집을 지지할 수 있는 폼타이 (form

tie; FT)의 성능과 폼타이를 전단연결재로 사용할 경우의

전단 성능에 대한 구명이 필요하다.

1.2 연구 목적 및 방법

본 연구는 무지주 합성지하벽 공법개발 연구의 일환으

로서, 거푸집과 H-말뚝을 연결하기 위한 전단연결재로

스터드 커플러를 개발하고 이의 활용시 구조성능 평가를

위한 실험 연구이다. 특히, 거푸집을 지지하는 폼타이로

개발된 스터드 커플러의 전단성능에 대한 기여도를 파악

하기 위하여 스터드 커플러의 직경과 배치 방법에 따른

전단성능에 대하여 실험을 통하여 평가하고자 한다.

2. 스터드 전단 연결재의 기존 전단내력식

철골부재와 콘크리트부재의 연결을 위해서 사용되는

전단 연결재에 대해서는 많은 실험 연구
3,4)
가 수행되어,

현재 실용적인 기준식이 제시되어 있다. 대부분의 연구

가 전단연결재의 다웰 거동과 부재간 전단마찰로 그 식

을 구성하고 있으며, 여기에 전단연결재의 간격, 연단거

리 등이 고려되어 있다. 

전단연결재의 전단강도와 관련하여 현재 기준식으로

사용되고 있는 각 식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1 ACI 349-06
5)

전단에 대해서 콘크리트의 파괴보다는 스터드 파괴를

유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소 연단거리를 만

족시키지 못할 때는 콘크리트 전단강도에 의해 설계 강

도가 결정된다. 또한 스터드 상호간 간격이 최소연단거

리의 2배 이하일 경우는 투영 면적비로 강도를 감소시

켜야 한다.

 

Fig. 1 Soil pressure on the CBW

Fig. 2 Soldier system and non-supported CBW

Fig. 3 Scheme of non-supported CB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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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 스터드 파괴 강도

스터드의 연단 거리가 최소 연단 거리를 만족하고, 스

터드 중심간 간격이 최소 연단 거리의 2배 이상이 되면,

스터드 파괴가 일어난다고 본다. 따라서 내력은 스터드

의 파괴강도에 의해 좌우된다.

(1)

여기서 Vu는 설계강도, Vn은 공칭강도, As와 fy는 스터드

의 단면적과 극한 인장강도를 나타낸다.

2.1.2 콘크리트 파괴강도

최소 연단 거리를 만족하지 못할 때는 콘크리트 파괴

가 일어나는 것으로 계산된다. 그리고 스터드 중심간 간

격이 최소 연단 거리의 2배 이상이 되지 않으면 파괴 투

영 면적의 겹침을 고려하여 강도를 감소시킨다.

(2)

(3)

여기서 fck는 콘크리트 압축강도, c1은 하중방향의 연단

거리, Av는 실제 투영 면적, Avo는 앵커 하나의 이상적인

투영면적이다.

투영 면적은 스터드 하나의 이상적인 파괴의 투영 면

적과 실제 파괴 투영면적을 비교하여 그 비로써 강도를

감소시킨다.

2.2 PCI (sixth edition)
6)

콘크리트 파괴와 스터드 파괴를 동시에 고려하도록 하

고 있다. 콘크리트 파괴는 연단 거리 조건을 만족하지

않을 경우 내력 산정식이 달라지며, 스터드 간격과 부재

두께, 그리고 2방향으로의 연단거리 제한에 의해 강도가

감소된다. 이상의 계산에서 구해진 강도 중 작은 값을

사용한다.

2.2.1 스터드 파괴강도

스터드의 극한 인장강도와 단면적으로 산정한다. 그리

고 무리 앵커의 경우는 개수를 곱하여 준다.

Vs = (0.75fut As)n (4)

여기서 fut는 스터드의 극한 인장강도, n은 무리앵커에서

스터드의 개수를 뜻한다.

2.2.2 콘크리트 파괴 강도

i) c1≥ 15ds인 경우 : 

(5)

여기서 λ는 콘크리트 비중 계수로 일반 콘크리트에서는

1이다. 

ii) c2 < ds인 경우: 

(6)

여기서 φVc는 후열에 있는 헤드 스터드 하나의 전단강

도이며, Cw는 앵커 중심간 거리에 대한 조정 계수, Ct는

콘크리트 부재 두께에 대한 조정계수, Cc는 코너 영향에

대한 조정계수를 뜻한다.

(7)

(8)

(9)

(10)

여기서 h는 콘크리트 부재 두께, c1은 스터드 지름, c2는

콘크리트 연단에서 하중방향으로 스터드 후열까지의 거

리를 뜻한다. 

 

2.3 AISC 360-05
7)

일반적인 합성구조인 합성보에서 슬래브와 강재보에

매입된 한 개의 헤드 스터드의 공칭강도는 종국전단내력

과 동일한 값으로 나타낼 수 있다.

(11)

(12)

(13)

여기서 Asc는 스터드의 축단면적, Ec는 콘크리트의 탄성

계수, wc는 콘크리트의 단위중량이다. Rg, Rp는 슬래브

형태에 따른 감소계수이다.

2.4 ACI 318-05
8)

ACI 318-05에서는 스터드 전단연결재의 공칭전단강도

를 계산함에 있어서 다음 경우 중에서 가장 작은 값을

취하도록 하고 있다.

Vu φVn φµAs fy φ 0.85 µ 0.9=,=( )= =

Vc′ 0.33 fck
π

2
---c

1

2
φ 0.85=( ),=

φVc

Av

Av0

--------φVc′=

φVc φ66Asλ fck( )n φ=0.85( ),=

φVc φVc′CwCtCc φ=0.85( ),=

φV′ φ1.03cλ fckn=

Cw 1
s

3.5c
1

------------ ns≤+=

Ct
h

1.3c
1

------------ 1.0≤=

Cc 0.4 0.7
c
2

c
1

---- 1.0≤+=

Qn 0.5Asc fc′Ec RgRpAscFu≤=

Ec 0.043wc

1.5
fc′ MPa( )=

1500 wc 2500  (kg/m
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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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단력을 받는 앵커의 강재강도 (Vsa)

 -앵커가 전단력을 받을 때의 콘크리트 파괴강도 (Vcb)

 -앵커가 전단력을 받을 때의 콘크리트 프라이 아웃

강도 (Nsp)

① 앵커의 강재 강도

단일앵커나 앵커 그룹의 공칭강도는 다음과 같다.

(a) 현장 타설 헤드 스터드 앵커 

 

Vsa = nAsefuta (14)

(b) 현장타설 헤드볼트와 갈고리 볼트앵커, 그리고 슬

리브가 전단파괴면까지 연장되어 있지 않은 후설치앵커

Vsa = n0.6Ase futa (15)

여기서 n은 앵커그룹에서 앵커의 수, Ase는 유효단면적

이며, futa는 1.9fya 또는 860 MPa을 초과할 수 없다. 슬리

브가 전단파괴면까지 연장되어 있는 후 설치 앵커의 Vsa

는 ACI 355.2에 따른 실험 결과에 기초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만약 앵커가 조립 그라우트 패드와 함께 사용되면

공칭강도에는 계수 0.8이 곱해져야한다.

3. 실 험
 

3.1 실험체 계획

총 6개의 푸쉬아웃 (push out) 실험체를 제작하였으며,

실험체는 실제 구조물에서 적용되는 합성지하벽 접합부

를 1/2로 축소한 크기이다. 실험에서 고려한 주요변수는

FT의 직경과 정착 방법이며 비교를 위하여 헤드 스터드

를 전단연결재로 한 실험체도 제작하였다. 

Table 1은 실험체 일람을 나타내고, Fig. 4는 실험체 상

세를 나타낸다. FT시리즈 실험체는 좌우 폼타이 1개에

대한 전단실험이며, SC 실험체는 좌우 각 3개의 전단연

결재에 대한 실험이다. 이중 SCFT 실험체는 H-말뚝표면

에 스터드 커플러를 용접한 경우이고, HSCFT 실험체는

H-말뚝을 삽입하기 전에 미리 천공하고 플랜지 내측에

너트를 미리 용접해 둔 후 흙막이 시공후 폼타이 볼트

로 연결한 경우이다. 

3.2 재료 시험

콘크리트는 직경 100 mm, 높이 2,000 mm의 실린더형

Table 1 Test specimen

Specimen
name

Parameter
Form

tie
Shear

connector
Remark

FT
series

FT16

Form tie

D16

- -FT19 D19

FT22 D22

SC
series

SCFT
Shear connector +

form tie
D16 F8T M16

Coupler 
welding

SC Shear connector D16 F8T M16 -

HSCFT
Shear connector +

form tie
D16 F8T M16

Nut
welding 

Fig. 4 Detail of speci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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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체를 사용하여 압축강도를 측정하였으며 그 시험 결

과 28일 압축강도는 24 MPa로 나타났다.

폼타이의 인장성능은 실제 조건과 동일하도록 철판에

스터드 커플러를 용접한 후, 여기에 폼타이를 연결하고,

철판을 고정시킨 후 폼타이에 인장응력을 가하여 그 성

능을 평가하였다. Fig. 5는 인장시험을 나타내며, 시험 결

과는 Table 2에 나타낸 바와 같다. 직경별 파괴양상은 원

철근의 인장 실험과 동일한 파괴양상을 보였지만 HD19

3개중 하나에서 스터드 커플러에서 파괴가 일어났다.

3.3 실험체 가력 및 측정 방법

합성벽으로서 거동시 H-말뚝과 RC 벽체간의 전단응력

의 전달성능에 대한 검토를 위하여 Fig. 6과 같이 실험

체의 철근콘크리트 부분을 바닥에 설치된 지지대에 놓고

철골부분을 UTM으로 점증가력하여 실험을 실시하였다.

실제 작용전단응력이 증가함에 따라 하부면에서 벌어지

는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위하여, 실험체의 좌우

측면을 롤러로 지지하였다. 이때 설치한 롤러는 전단마

찰 등에 의하여 응력이 증대되는 현상을 최소화할 수 있

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초기가력은 하중을 점증하는 형태로 가력하였으며, 비

선형거동을 보이는 항복 이후부터는 변위조절방식으로

가력하였다. 

접합부의 변위를 측정하기 위하여 Fig. 7과 같이 3개의

LVDT (linear variable displacement transducer; Fig. 7의

1, 2, 3)를 설치하였고 접합부의 콘크리트 파괴에 의한 전

단연결재와 FT에 작용하는 변형률을 측정하기 위하여 변

형률게이지를 부착하였다.

4. 실험 결과 및 분석

4.1 실험체의 균열양상 및 파괴양상

Fig. 8(a)와 같이 FT를 전단연결재로 사용한 FT16, FT19,

FT22 실험체의 경우는 실험체 접합부에서 균열이 발생

하였으며, 실험체 항복 이후와 FT의 전단파괴가 일어날

때까지 더 이상 균열이 진전되지 않았다. 또한 SC 시리

즈의 경우 실험체 모두 최초 콘크리트와 철골의 접합부

밑부분에서 균열이 발생하기 시작하여 접합부를 따라 균

열이 계속 진행되다가 접합부 사이의 벌어짐이 눈에 보

일 정도로 커졌고, FT 시리즈와는 달리 실험체 상부에 균

열이 발생하였고, 실험체 항복 이후에도 전단연결재와 FT

의 영향으로 균열이 진전되었고. 최종파괴는 모든 실험체

에서 스터드 파괴 후 내력의 급격한 저하를 나타내었다.

하중별 균열양상은 FT22 실험체의 경우 300 kN에서

H-말뚝과 콘크리트 접합부에서 균열이 발생하였고, SC

실험체의 경우 410 kN, SCFT 실험체는 450 kN, HSCFT

실험체는 400 kN에서 H-말뚝과 콘크리트 접합부에서 균

열이 발생하였다.

4.2 하중-변위 곡선의 비교

Fig. 9(a)는 독립된 FT의 직경에 따른 실험체의 하중-

변위 곡선을 나타낸 것으로 FT 직경이 커질수록 전단내

력도 크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실험체 별 최대 하중

은 FT16 실험체의 경우 최대하중은 246.5 kN, 최대하중

Fig. 5 Tensile test for FT set

Table 2 Tensile strength of FT

Test materials
Yield strength

(MPa)

Ultimate strength

(MPa)

Reinforcement

bar

HD16 395 539

HD19 363 534

HD22 326 500

Shear connector 401 525

Fig. 6 Experimental setup

Fig. 7 Location of sens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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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변위는 17 mm로 나타났고, FT19 실험체의 최대하중

및 최대하중시 변위는 302.7 kN, 15 mm이며, FT22 실험

체는 329.9 kN, 16 mm로 나타났다.

FT와 스터드를 혼용한 두 개 실험체 (SCFT, HSCFT)

와 스터드만으로 연결된 실험체 (SC)간의 초기강성의 변

화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항복 이후부터는 FT

와 스터드를 혼용한 실험체의 변형경화 강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연성의 측면에서 보면, FT와 스

터드를 혼용한 경우가 오히려 낮은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것으로 보여진다.

스터드 커플러를 용접하는 방법과 미리 H-말뚝에 천공

한 후 내측으로 너트를 미리 용접한 후 FT를 연결하는

방법에 따른 전단성능을 비교한 결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FT를 정착하기 위한 방법의 선

정에 있어서는 시공성과 경제성을 고려하여 선택하면 될

것으로 판단된다. 

4.3 전단연결재 및 철근의 변형률 분석 

FT에 대하여 전단연결재로서의 기능을 분석하고 전단

저항 효과를 파악하기 위하여, 스트레인게이지를 부착하

였다. 게이지의 부착은 Fig. 7과 같이 FT와 벽체의 주근

그리고, SC 실험체의 경우에는 헤드 스터드에도 부착하

였다.

FT16과 FT19 실험체의 경우에는 실험체의 최대내력에

도달하기 전에 변형률이 감소되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

는 반면에 FT22 실험체의 경우에는 최대내력까지 변형f

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이는 FT의 직경

이 커짐으로 인하여 콘크리트와 부착응력이 증가됨에 의

Fig. 8 Failure patterns

Fig. 9 Load-displacement curves

Fig. 10 Strain of F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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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현상으로 보여진다.

Fig. 12는 FT16, FT19, FT22 실험체에 대하여 벽체 내

주근의 변형률을 나타낸 것으로서 FT16 실험체의 경우

에는 우측 하부에 부착한 SG7을 제외하고는 모두 발생

한 변형률이 미약한 반면에, F19 실험체의 경우에는 변

형도가 증가된 주근의 개수가 증가하고, FT22 실험체의

경우에는 작용응력이 전체적으로 분산되어 대부분의 주

근에서 500 µ 이상의 변형이 발생됨을 알 수 있다.

Fig. 13은 HSCFT, SC, SCFT 실험체에서 좌측 전단연

결재의 변형률만을 실험체별로 구분하여 나타낸 그림이

다. 그림으로부터, FT와 헤드 스터드 모두 전단에 기여

하는 비율이 거의 유사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SCFT

실험체에서는 2000 부근에서 헤드 스터드인 SC2에서 변

형도가 원점으로 회귀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이에 반하

여 FT의 변형도가 최대내력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최종 파괴 형상을 보면 스터드만으로 구성된 SC

Fig. 11 Evaluation of code formula

Fig. 12 Strain of vertical bars Fig. 13 Strain of shear conne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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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체의 하부에는 많은 균열이 나타난 반면 FT가 있는

SCFT, HSCFT 실험체는 하부에 균열이 적게 나타났고

전단연결재의 변형률을 보면 스터드의 변형 보다 FT의

변형이 크게 나타났다. 이로부터, 일정응력을 초과하게

되면, 헤드 스터드에 비하여 길이가 긴 FT에 응력이 집

중될 가능성이 있음을 예측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보완 실험을 통하여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4.4 기존식과 실험 결과의 비교

Table 3에 기존 내력식과 실험값의 비교와 실험체의 최

종 파괴형태를 나타내었고 Fig. 11에 그 상관관계를 그

림으로 나타냈었다. 전반적으로 ACI 349-06 규준식을 이

용한 전단내력 평가식이 대체로 다른 내력식에 비하여

안정적으로 평가하고 있고 AISC 360-05 실험값에 가장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존 내력식과 실험 결과를

비교해 보면 실험체 모두 기존식을 모두 상회하는 결과

를 얻었다. 

 

5. 결 론

1) H-말뚝과 콘크리트 부재 접합부에 있어서 폼타이의

직경이 커질수록 전단 성능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

타났다. 이는 기준식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철근의

단면적이 증가할수록 전단강도도 그에 비례하여 커

짐을 의미한다.

2) 폼타이의 배치에 따른 전단성능은 플랜지에 스터드

커플러를 용접한 SCFT 실험체와 플랜지 천공후 너

트를 용접한 HSCFT 실험체의 전단내력이 거의 비

슷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FT를 정착하기 위한 방법

의 선정에 있어서는 시공성과 경제성을 고려하여

선택하면 될 것으로 판단된다.

3) 스터드만으로 연결된 SC 실험체와 SCFT 및 HSCFT

실험체를 비교하면 스터드 1개를 폼타이로 대체한

두 실험체의 내력이 10% 정도 크게 나타났다. 그러

나 하중-변위곡선상에서는 다소 취성적인 파괴형식

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해서는 폼타이에

프리스트레싱 유무에 따른 후속 실험 결과와의 종

합적인 비교분석이 요망된다. 

4) 콘크리트와 철골 합성부재의 전단 내력을 평가하는

규준식들은 전체적으로 실험내력을 안정적으로 평

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AISC 식이 가장

실험값과 근사하게 내력을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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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Test result and calculated strength by design codes

Specimen 

name

Test

(kN)

ACI 349-06 PCI (sixth edition) AISC 360-05 ACI 318-05
Failure patterns

Cal. (kN)* Test/Cal. Cal. (kN)* Test/Cal. Cal. (kN)* Test/Cal. Cal. (kN)* Test/Cal.

FT16 246.5 121.5 2.03 168.02 1.47 153.1 1.61 134.4 1.83 FT rupture

FT19 302.7 175.3 1.73 171.9 1.76 220.8 1.37 193.9 1.56 FT rupture

FT22 329.9 236.9 1.39 324.5 1.02 298.5 1.11 261.9 1.26 FT rupture

SCFT 477.3 364.6 1.31 357.5 1.34 459.4 1.04 403.2 1.18 FT/Stud rupture

SC 434.4 364.6 1.19 357.5 1.22 459.4 0.95 403.2 1.08 FT/Stud rupture

HSCFT 481.2 364.6 1.32 357.5 1.35 459.4 1.05 403.2 1.19 FT/Stud rupture

* : Stud failure streng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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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에서는 무지주 지하합성벽에서 흙막이용 H-말뚝과 콘크리트 벽체의 전단성능을 구명하고 특히 전단

연결재를 폼타이로 대체하였을 경우의 폼타이 직경에 따른 전단성능 평가와 폼타이의 배치 방법에 따른 전단성능을 평

가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지하합성벽의 전단성능을 평가하고자 폼타이의 직경, 배치 방법, 전단연결재를 폼

타이로 대체하였을 경우를 주요변수로 선정하여 6개의 실험체를 제작하였다. 폼타이의 직경에 따라서는 전단성능이 효

과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폼타이 배치에 따라서는 거의 유사한 전단성능을 발휘하였으며, 전단연결재를 폼타이로 대

체한 경우에서는 전단성능이 10% 정도 크게 나타나 무지주 지하옹벽에 적용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ACI 349-06과 PCI,

ACI 318-05, AISC 360-05에서 제시하고 있는 식으로 계산한 결과와 실험 결과를 비교하였을 경우 전단연결재의 전단

강도를 ASIC 식이 가장 유사하게 나타내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또한 콘크리트와 철골부재의 접합면에 생기는 마찰력에

추후 연구를 통한 전단내력을 평가할 경우 지하합성벽의 전단내력을 예측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핵심용어 :지하합성벽, 전단연결재, 폼타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