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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FRP를 이용한 경량합성바닥의 휨성능에 한 실험 평가

AnExperimentalEvaluationonFlexuralPerformance

ofLight-WeightVoidCompositeFloorusingGF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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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타워형 아 트구조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무량 구조시스템을 신해 층고 감 장스팬 구 그리고 내화성능향상을

목 으로 GFRP를 이용한 경량합성바닥을 개발하 다.GFRP를 이용한 경량합성바닥은 웨 에 개구부를 가지는 비 칭 강재보 하부에

GFRP를 부착하고 슬래 에 경량체를 삽입한 공합성바닥이다.이에 개발된 합성바닥의 휨성능을 평가하기 해 GFRP, 공률,웨 의 개

구부 등을 변수로 실 실험을 수행하 다.그 결과 GFRP를 이용한 합성보 실험체는 기 실험체에 비해 휨내력 강성 측면에서 10% 높

은 성능을 나타냈으며,구조물이 항복할 때까지 완 합성거동하 다.항복 이후 웨 개구부 주변의 응력집 상에 의해 연성이 감소하는 상

이 나타났으며,최 내력 까지 미끄러짐의 발생은 미소하 다.내력설계 측면에서는 안 율을 고려해 해석값의 85%를 설계내력으로 평가하

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ABSTRACT： Toobtainalowerstoryheightwithalongspanandbetterfireresistance,anewcompositefloorsystemusing

GFRP(glass-fiber-reinforcedplastics)wasproposed.Thisfloorsystem consistsofasymmetricsteelwithawebopening,a

hollow coreball,concrete,andGFRP.Toevaluatetheflexuralperformanceofthenew compositefloorsystem,an

experimentwasconducted.ThetestparameterswerethepresenceofGFRP,thevoidratioinrelationtothehollowcore

balls,andthewebopening.ThetestresultsshowedthattheresistanceandstiffnessofthespecimenwithGFRPwere

10% higherthanthoseofthereferencespecimen,andthatfullycompositeactionwasaccomplisheduptotheyielding

point.Afterthe attainmentofthe yield strength,the ductility ofthe specimen wasreduced due to the stress

concentrationaroundthewebopenings.Theslipbetweentheconcreteandsteelbeam,however,wassmall.Thus,inthe

designoftheproposednewfloorsystems,itisdesirablethatthecalculatedresistancebereducedby15%,forsafety.

핵 심 용 어 :GFRP,합성바닥, 공,장스팬,층고 감, 고층

KEYWORDS:GFRP,compositefloor,hollowcore,longspan,reductionofstoryheight,tallbuildings

                                                                                                                        

1.서 론

국내 표 주거양식인 아 트는 구조형식면에서 보-기둥 골

조 시스템에 비해 공사비가 렴하고,시공이 간편한 벽식구

조를 많이 사용해 왔다.그러나 최근 경제 수 향상과 가족

생애주기(lifecycle)에 따른 가변 평면에 한 수요자의

요구 증 그리고 무분별한 재건축을 억제하고 주택의 장수

명화를 장려하는 정책이 시행되면서 기존 아 트의 구조형식

변화는 불가피하게 되었다(송 등,2008).더욱이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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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2월,리모델링이 쉬운 지속가능형 건축구조에 해

서 용 률을 최 10%까지 올려 다는 서울시 ‘공동주택 건

립 련 업무처리지침’의 공표는 이러한 변화를 더욱 가속화

할 것으로 상된다.5)

재 이러한 리모델링이 용이한 지속가능형 건축구조로서

많은 각 을 받고 있는 것이 무량 시스템(Flat-Plate

System)이다(그림 1).무량 구조는 기존 RC공사에 비해

서 공기 공사비를 감할 수 있고,층고를 낮출 수 있으며

비교 자유로운 평면계획이 가능하다는 장 을 지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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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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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삼성동 H사 타워형 주상복합아 트 평면도

(무량 구조)

(정 량 등,2006).그러나 스팬/두께비로 제한되는 스팬 길

이와 슬래 -기둥 합부의 복잡한 해석,그리고 기둥 주 의

뚫림 단(punchingshear)과 같은 단 성능 확보 등 철

한 구조 검토와 정 도 높은 시공이 요구된다(이 호 등,

2008;Loo등,1997).따라서 스팬이 7m가 넘는 타워형

고층 주거건물의 경우,구조물량증가와 건축계획상에 많은

제약이 따르게 된다.

한편 보-기둥 골조 시스템으로서 12m 이상의 장스팬 구

이 가능한 강구조 아 트는 수명이 반 구 이며 구조체 내

에서 자유로운 평면변경이 가능하고,공기를 단축할 수 있는

등의 장 을 가지고 있다.그러나 강재보 에 데크 이트

(deck-plate)를 얹고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일반 인 강구조

형식 때문에 기존의 벽식 구조 아 트에 비해 층고가 높아지

는 단 이 있다.따라서 사선제한이나 높이제한이 있는 경우,

층수 제한으로 건축 가능한 용 률을 충분히 이용하지 못하

는 문제 이 발생할 수 있다.더욱이 강재보의 내화성능 확보

를 해 내화 뿜칠,내화 페인트,내화 보드 등을 추가 으로

작업해야 하는 시공 상의 번잡성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강구조 양식의 문제 을 극복하고자 H형강을 이용한

층고 감형 합성시스템이 이미 국내외 으로 많은 연구를 통

해 제안된 바 있다.우선 국내에서는 i-TECH합성보(Ju등,

2009),TSC 합성보(최재우 등,2001),MHS보(이호찬

2008),스마트빔(SMARTBEAM)(황황규 등,2009),TU합

성보(배규웅 등,2010)등이 개발되어 층고 감,사용성 향상

(바닥진동,처짐 감),그리고 구조효율 내화 성능 증진

등을 달성하고자 하 으며,미국과 유럽에서는 비 칭 형강에

춤이 깊은 데크나 하 PC(HalfPC)등을 용한 스

임(FlexFrame)(Naccarato,1999;Naccarato,2000)

과 슬림 로어(Slim Floor)(Mullett, 1992; Mullett,

1998;Mullett등,1993;Rackham 등,2006)가 각각 개

발되어 사용되고 있다.그러나 국내에서 개발된 T형 층고 감

합성보는 춤이 300mm이상으로 슬래 와 일체형으로 시공되

는 슬림 로어에 비해 층고 감 효과가 떨어지며, 국 등에서

이미 리 사용되고 있는 슬림 로어는 두꺼운 슬래 로 인해

장스팬 구조에 합하지 않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다음 세 가지 사항을 주요 목 으로

하는 GFRP를 이용한 경량합성바닥을 개발하 다.첫째,무

량 구조와 비교해 스팬 길이에 제약받지 않으며,둘째,기

존에 연구된 H형강 콘크리트 슬래 로 구성된 층고 감형

합성보에 비해 춤을 300mm이하로 이면서,마지막으로 내

화성능이 향상된 바닥시스템이다.

본 연구에서는 GFRP를 이용한 경량합성바닥의 휨 실험을

통해 새로운 바닥시스템의 휨성능 거동 특성을 분석,평가

하고자 한다.

2.GFRP를 이용한 경량합성바닥

GFRP(GlassFiber-ReinforcedPlastics)는 유리섬유와

그것을 결합하기 한 수지(resin)로 구성된 화학 합체로서,

1950년 부터 빌딩에 용되기 시작하 다(Makowski,

1964).기존 구조용 재료와 비교해 가볍고,내구성 강도

(인장강도 350~700MPa)등이 뛰어나 최근 생산기법의 발

과 더불어 구조공학분야에서 리 용되고 있다.이미 콘

크리트 구조분야에서는 철근을 체할 재료로서 화학 구조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Chen등 2006,2007;

Robert등 2009),교량 분야에서는 GFRP를 용한 슬래

데크가 개발되어 용되고 있는 실정이다(Camata 등

2010). 한 GFRP는 100℃-200℃의 온도(유리 이온도)

하에서 수지조직이 부드러워지고 크리 가 발생하는 등 열에

직 으로는 취약하지만 내화피복이 확보되면 뛰어난 열

연체로 거동하여 화재의 확산을 방지하는데 효과 인 장 을

가지고 있다(Robert등 2010).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

한 GFRP의 특성을 충분히 반 하여 다음의 4가지 사항을

주요 특징으로 하는 GFRP경량합성바닥을 개발하 다.

2.1 공설치에 따른 슬래 의 경량화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새로운 바닥시스템은 층고 감이라

는 목표를 달성하기 해서 비 칭 강재보를 사용하는 슬림

로어로부터 그 기본형태를 출발하 다.그러나 슬림 로어의

경우,일반합성바닥에 비하여 슬래 두께가 기존 135mm에

서 250mm로 늘어나 자 증가에 따른 장스팬 구 이 힘들

게 된다.이를 극복하기 한 방안으로 슬래 내에 공

EPS(ExpandablePoly-Styrene)를 설치하여 자 을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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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GFRP를 이용한 경량합성바닥

표 1.휨 실험체 일람표

실험체명

실험체 크기
비 칭

강재보
경량체

GFR

P

높이

(mm)

폭

(mm)

길이

(mm)

형강

춤

(mm)

웨

개구부

(mm)

지름

(mm)

높이

(mm)

공률

(%)

두께

(mm)

M-G0 280 15006000 240 100 220 160 29 -

M-G1 284.515006000 240 100 220 160 29 4.5

M-SL 330 15006000 290 - 220 210 32 -

과 동시에 최근 건축구조물의 고 화에 따라 요구되는 장스

팬 바닥슬래 를 구 할 수 있도록 하 다.

2.2GFRP를 통한 내력 증진

슬래 의 장스팬화에 따라 비 칭 강재보가 부담해야 하는

휨내력은 증가하게 되며,기존의 300mm 이상 사용되었던

보의 춤이 슬래 의 슬림화와 더불어 250mm 이하로 어들

어 강재보 자체의 휨 항능력은 크게 떨어지게 된다.이에

강재보 하부 랜지에 GFRP를 부착하여 휨내력을 보강할 수

있도록 한다.

2.3작은 보 제거를 통한 구조 물량 감

철골 데크와 콘크리트의 일체화된 거동은 슬래 의 강성을

증진시키고, 공 설치에 따른 자 경감은 슬래 의 장스팬

화를 가능하게 하여 내부의 작은 보를 생략할 수 있게 한다.

이에 기존 합성바닥 방식에 비해 효율 인 골조시스템 구축

이 가능하다.

2.4매입형 강재보 GFRP를 통한 내화성능 향상

기존 슬림 로어(Slimflor)의 경우,내화피복은 하부 랜지

에만 용하면 되어 피복량이 약 70% 가량 어드는 효과가

있었으나(김경주,2006),본 연구에서는 비 칭 강재보 하부

에 난연성이 뛰어난 GFRP를 부착함으로써 내력증진 효과뿐

만 아니라 내화피복량도 감소시킬 수 있도록 하 다.

그림 2는 본 연구를 통해 제안된 바닥시스템의 개념도이다.

3.실험 계획

GFRP를 이용한 경량합성바닥의 휨성능 평가에 있어,우선

휨응력 작용시 GFRP의 부착력 구조 거동에 해 살펴

보기 해 GFRP를 부착하지 않은 실험체(M-G0)와 GFRP

를 부착한 실험체(M-G1)를 제작하 다. 한,개발된 제품

의 기존 코드를 통한 내력설계 타당성을 검토하고자 공률

과 웨 개구부 여부를 달리한 슬림 로어 형식의 실험체

(M-SL)를 제작하 다.

3.1실험체 종류 형상

본 연구를 통해 평가하게 될 실험체에 한 일람표를 표 1

에 나타내었다.휨 실험체 M-G0는 GFRP를 부착하지 않은

경량합성바닥으로 체슬래 길이는6,000mm,폭1,500mm,

두께는 280mm(콘크리트 슬래 두께 :260mm)이다(그림

3).

설계기 강도(fck)24MPa콘크리트를 사용하 으며,철근

은 SD400강재를 사용하 다.철근의 배근은 길이방향 하단

철근은 D16을 공 하단부 좌우에 120mm 간격으로 배근

하 으며,길이방향 상단철근 직교방향 상하단 배력근은

D10@250으로 배근하 다.

비 칭형 강재보는 SM490강재 이트 20t와 12t를

사용하여 하부 랜지 길이가 더 긴 비 칭 형강모양으로 용

제작하 다.웨 에는 지름 100mm의 원형 개구부를 두

어,강재와 콘크리트 사이의 합성거동을 증 시키고,직교방

향 철근을 통과시켜 슬래 의 일체성을 강화시키고자 하 다.

콘크리트 슬래 내에 삽입되는 공은 평면 직경 220mm,

높이 160mm를 30mm 간격으로 웨 개구부에 맞추어 설치

하 다.이는 추후 설비 배 등의 배치를 고려하여 일부

공의 제거를 편리하게 하기 함이다.

실험체 M-G1은 실험체 M-G0와 동일하게 제작되며,여기

에 비 칭 강재보 하부에 두께 4.5mm,폭 300mm,길이



류재호․박세호․주 규․김상

128 한국강구조학회 논문집 제23권 1호(통권 110호)2011년 2월

그림 3.GFRP를 이용한 경량합성바닥 휨 실험체

그림 4.완 합성거동에 따른 응력 변형률 분포

600mm의 GFRP를 에폭시로 부착하여 제작하 다.

실험체 M-SL은 공의 크기 웨 개구부 여부에 따른

내력설계값을 실험값과 비교하기 해 웨 에 개구부가 없는

비 칭 강재보를 사용하 으며, 공률을 29%에서 32%로

증가시켰다.사용된 콘크리트,강재 철근의 종류와 배치는

다른 실험체들과 동일하며,웨 에는 하부에 하단 배력근을

연결하기 한 20mm 크기의 개구부를 설치하 다.

한편,본 연구에서 실험 평가를 해 제작된 실험체에는

공 슬래 하부에 설치해야 하는 데크 이트를 생략하

다.이는 데크 이트의 춤이 35mm로 장스팬 구조시스

템에서 구조 인 성능이 크게 발 되지 않을 것을 감안한 것

이며,더불어 실험 개상 발생되는 슬래 하부의 균열

괴 형상의 찰을 용이하게 하기 함이다.

3.2내력 설계

본 연구에서 개발한 경량 공 합성바닥의 극한내력은

AISCI1.1b.Strain-CompatibilityApproach(American

InstituteofSteelConstruction,2005)에 의거하여 산출

하 다.콘크리트의 경우,ACIBuildingCode10.2.3에 근

거하여 압축연단의 변형도가 0.003mm/mm에 도달하 을

때 괴되는 것으로 가정(AmericanConcreteInstitute,

2008)하 으며,최 극한내력에 도달하기까지 완 합성거동

하는 것으로 가정하 다.

휨 실험체 M-G0 M-SL은 다음 식에 의거하여 립축

을 산정하 으며,이를 근거로 최 휨모멘트(Mn)를 계산하

다.

 
 ′  ′ ′

 ′  ′ ′

    

 

       

여기서  = 콘크리트 압축력, = 콘크리트 압축강

도, = 합성거동에 의한 콘크리트 역의 압축연단으로부

터 립축까지의 거리, = 슬래 의 유효폭, = 강재

가 받는 압축력,′ = 압축력을 받는 강재부분 면 ,

= 강재의 항복강도, = 압축철근의 압축력,′ = 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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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TestSet-up

표2.재료 실험 결과

(a)강재 이트 (SM490-12t)

실험체 Fy(MPa) Fu(MPa) Es(×105MPa)

A 370.6 548.3 1.94

B 397.3 557.2 2.01

C 385.6 561.3 1.90

Avg. 384.5 555.6 1.95

(b)강재 이트(SM490-20t)

A 348.5 534.3 1.87

B 342.9 536.6 2.13

C 343.6 536.3 2.03

Avg. 345.0 535.7 2.01

(c)철근 (SD400-D10)

실험체 Fy(MPa) Fu(MPa) Eb(×105MPa)

A 508.9 636.8 1.70

B 524.1 649.2 1.72

C 496.5 632.7 1.74

Avg. 509.8 639.7 1.72

(d)철근 (SD400-D16)

A 503.8 629.1 1.76

B 520.5 645.9 1.71

C 493.8 624.6 1.73

Avg. 506.0 633.2 1.73

(e)콘크리트 (fck= 23.54MPa,재령일 35일)

실험체 fc(MPa) Ec(×104MPa)

Avg. 34.3 2.75

(f)GFRP 이트 (4.5t)

실험체 Ft(MPa) Eg(×104MPa)

A 461.5 1.06

B 517.9 1.24

C 533.3 1.27

Avg. 504.3 1.19

축철근의 단면 , = 철근의 항복강도, = 강재가

받는 인장력, = 인장력을 받는 강재부분의 면 , =

인장철근의 인장력, = 인장철근의 단면 을 나타낸다.

철근이나 강재는 항복하지 않는 경우,항복강도 신에 변형

률에 탄성계수를 곱한 응력을 사용하여 내력을 산정하 다.

실험체 M-G1의 경우,GFRP내력 산정은 그림 4에서 보

는 바와 같이 완 합성거동을 가정하여 인장 최하단부에 발

생하는 변형률에 재료실험으로부터 구한 탄성계수 값을 곱하

여 응력을 산출했다.따라서 실험체 M-G1의 립축을 계산

하기 한 식은 식 (1)로부터 다음과 같이 다시 쓸 수 있다.

        

  

여기서, = GFRP가 받는 인장력, = GFRP의 단

면 , = GFRP의 탄성계수, = GFRP의 변형률을

나타낸다.

3.3가력 계측계획

실험체 가력은 앙부 1,500mm에 순수휨 구간이 형성되

도록 2 가력하 으며,지 거리는 5,000mm로 실험체 두

께에 한 가력 까지의 거리비( 단스팬비(a/d))가 6.7로

휨성능을 평가하기에 하도록 하 다.가력은 10,000kN

UTM(UniversalTestingMachine)을 사용하여 변 제

어 0.04~0.06mm/sec의 속도로 가력하 으며,지 은 롤

러를 사용하여 단순지지 하 다.그림 5는 휨 실험 셋업

(Set-up)을 나타낸다.

한 실험체 앙 처짐을 계측하기 해 하부 랜지 앙부

에 1,000mm 용량의 변 계를 설치하 으며,하부 랜지와

주변 콘크리트 사이의 미끄러짐(slip)을 계측하기 해

50mm 용량의 LVDT(LinearVariable Displacement

Transducer)를 실험체 앙부에서부터 600mm 간격으로 7

개를 부착하 다.그리고 상하부 랜지,철근,콘크리트

GFRP에 변형률 게이지를 부착하여 하 단계별로 변형률을

측정하 다.

4.실험 결과

4.1재료 실험

콘크리트는 직경 100mm,높이 200mm의 원통형 공시체

를 기 규정 KSF2403에 따라 제작하여 압축강도 실험을

실시하 다. 한 강도 산정을 해 건축구조기 (KBC)

0502.2.2.1( 한건축학회, 2009)에 의거 강도보정계수

0.97을 사용하 다.콘크리트의 슬럼 와 공기량은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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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실험체 M-G1

(c)실험체 M-SL

그림 6.하 -변 곡선

(a)실험체 M-G0

120mm,4.5±1.5%이었으며,9개의 공시체에 한 평균압

축강도는 34.3MPa(재령일 35일)로 나타났다.

강재(SM490)시편 12t,20t 철근(SD400)D10,D16

의 인장강도는 기 규정 KSB0801 0802에 의거하여

각각 3개씩 제작,실험하 으며,그 결과 평균항복 인장강

도는 표 2와 같다.

GFRP의 경우,기 규정 KSM 3381에 의거하여 시험

하 으며,세 개 인장 시편의 평균 인장강도는 504.3MPa,

탄성계수는 11,856MPa이었다(표 2).

4.2휨성능 실험

4.2.1 체 인 거동 괴양상

기 실험체 M-G0의 체 인 거동 양상은 [인장부 콘크

리트 기 균열]→ [강재 웨 개구부 하부 항복]→ [강재

하부 랜지 항복]→ [압축부 콘크리트 압괴]→ [주인장 철

근 항복]순으로 발생하 다.약 63kN에서 순수 휨구간 내

에 기 균열이 발생하 으며,677kN에서 항복하 다.실험

체 항복은 추후 스트 인 분석을 통해 비 칭 강재보의 웨

개구부 하부에서 휨 인장응력의 집 으로 하부 랜지보다 먼

항복이 발생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최 극한하 은

713kN이었으며,최 하 에 도달한 이후 콘크리트 압괴에

의해 하 이 떨어지는 상이 발생했다.그리고 비 칭 강재

보의 하부 랜지와 주인장 철근에 의한 연성거동이 나타났다.

GFRP를 부착한 실험체 M-G1의 체 인 거동은 [인장

부 콘크리트 기 균열]→ [강재 하부 랜지 항복]→ [강

재 웨 개구부 하부 주인장 철근 항복]→ [압축부 콘크

리트 압괴]순으로 반 으로 실험체 M-G0와 유사한 거동

을 나타냈다.그러나 실험체 M-G1의 경우,강재보 하부 랜

지에서 웨 개구부 하부보다 먼 항복이 발생하 으며 이

시 이 체구조물의 항복시 과 동일하 다. 한 주인장 철

근 역시 최 내력에 도달하기 에 항복하여 실험체 M-G0

에 비해 슬래 체내력에 충분한 기여를 한 것으로 단되

었다.실험체 M-G1의 기균열 발생하 은 약 83kN이었으

며,항복하 은 708kN이었다.최 내력은 789kN이었으며,

최 내력에 도달한 이후 실험체 M-G0와 마찬가지로 압축부

콘크리트의 압괴로 하 이 감소하 다.그러나 강재보 하부에

부착한 GFRP의 향으로 하 감소가 굴곡형상을 띄며 진

으로 나타났다.

실험체 M-SL은 [인장부 콘크리트 기 균열]→ [강재 하

부 랜지 항복]→ [주인장 철근 항복]→ [압축부 콘크리트

압괴]순으로 거동양상을 나타냈다.약 182kN에서 기 균

열이 발생하 으며,857kN에서 항복한 이후 최 내력은

991kN을 나타냈다.항복시 은 강재보 하부 랜지의 항복시

과 동일하 으며,이후 차 주인장 철근의 변형률도 증가

하여 최 내력에 도달하기 에 항복하 다.항복 이후,다른

실험체와 마찬가지로 충분한 연성거동을 보이지 못한 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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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실험 과표

실험체
항복하 (Py) 항복변 (y) 극한하 (Pu)

Pye Pyt Pye/Pyt ye yt Pue Put Pue/Put

M-G0 677 625 1.08 48.8 35.3 713 781 0.91

M-G1 708 632 1.12 44.8 35.4 789 809 0.98

M-SL 857 803 1.07 36.8 29.7 991 1045 0.95

하 단 :kN,변 단 :mm

아래첨자 ‘e’는 실험값,‘t’는 이론값을 나타낸다.

(a)실험체 M-G0

(b)실험체 M-G1

(c)실험체 M-SL

그림 7.순수 휨구간 내 균열도

부 콘크리트에서 압괴가 발생하여 하 이 감소하는 상이

동일하게 나타났다.

세 실험체 모두 유사한 괴양상을 나타냈는데,이는 강재

보 웨 에 설치한 개구부의 하부에서 항복 이후 응력집 에

따른 격한 변형률 증가가 나타났기 때문이다.웨 개구부

주변의 이러한 격한 변형률 증가는 립축 치에 향을

미쳐 인장재가 충분한 항복변형을 하기 에 압축부 콘크리

트 변형률의 빠른 증가를 유도한 것으로 단된다.실험체

M-SL의 경우,웨 에 큰 개구부는 두지 않았으나 하단 배력

근의 연속성 확보를 해 웨 하부에 설치한 20mm 크기의

구멍 주 에 응력집 상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그림

7에서 볼 수 있듯이 실제 콘크리트 압괴가 발생한 지 이 세

실험체 모두 강재보 웨 에 개구부가 치한 부근임을 확인

할 수 있다.이러한 항복하 이후,웨 개구부로 인한 연성

의 감소 상은 선행연구(이호엽 등,1992; 최산호 등,

1993)에서도 유사하 다.

한편 실험체 M-G1의 경우,하부에 부착된 GFRP는 항복

최 내력시 은 물론,이후 발생된 연성거동에 이르기까지

강재보 하부 랜지와 박리 상이 일어나지 않은 채 일체거동

하 다. 한 상 으로 높은 인장강도에 비해 낮은 탄성계

수로 강재보 하부 랜지가 충분한 연성거동을 한 이후에도

GFRP의 단이 발생되지 않아,갑작스러운 GFRP의 박리

나 단 등과 같은 취성 괴에 있어서도 안 성을 검증할 수

있었다.

4.2.2내력

세 실험체의 설계항복하 은 재료실험을 통해 얻은 탄성계수

비에 근거하여 단면치환을 통해 산출하 으며,항복변 는 치

환단면의 휨강성 양단단순지지 조건에근거하여 계산하 다.

실험체 M-G0의 경우,설계항복하 은 약 625kN이었으

며,실험을 통해 계측된 항복하 은 677kN으로 이론값에 비

해 약 8% 가량 상회하는 값을 나타내었다.최 내력은

713kN으로 설계최 내력 781kN보다 약 9% 낮게 측정되

었다.실험체 M-G1의 항복하 은 708kN으로 설계항복강도

632kN에 비해 약 11% 상회하는 값을 나타냈다.최 내력

은 설계최 내력 809kN에 2% 부족한 789kN을 나타냈으

며,이는 실험체 M-G0와 비교했을 때 GFRP효과에 의한

내력증진이 약 10% 정도 이루어졌음을 나타낸 것이다.마지

막으로 실험체 M-SL의 경우,항복하 은 857kN으로 설계

항복강도 803kN에 비해 약 7% 상회하는 값을 나타냈으며,

최 내력은 설계최 내력 1045kN에 5% 부족한 991kN을

나타냈다.세 실험체 모두 실험을 통해 측정된 최 내력이 설

계최 내력에 비해 낮은 결과가 나타났는데,이는 강재보 웨

개구부 하부의 응력집 상으로 충분한 내력을 발 하기

에 콘크리트 압괴가 발생했기 때문으로 단된다.

한편,세 실험체의 항복하 에 해서 실험값이 이론값에

비해 모두 7~10% 상회하는 일 된 경향을 나타냈으며,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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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실험체 M-G0

(b)실험체 M-G1

(c)실험체 M-SL

그림 8.모멘트-곡률 곡선

내력의 경우,주인장 철근이 충분히 내력에 기여하지 못한

실험체 M-G0를 제외하고는 실험값에 해 2~ 5% 높은

해석값을 나타내 공의 크기나 웨 개구부의 여부에 상 없

이 유사한 해석경향을 나타냈다.이를 통해 최 내력산정에

사용된 AISC I1.1b.의 Strain-CompatibilityApproach

(AmericanInstituteofSteelConstruction,2005)와

탄성범 내의 탄성계수 비에 의한 단면치환법은 GFRP경

량합성바닥의 내력산정을 한 한 해석방법으로 평가되

어질 수 있다.

4.2.3강성

그림 8은 탄성구간 내에서의 모멘트-곡률 선도로서 직선은

해석을 통해 구한 이론값이며, 선은 실험으로부터 계측된

변형률에 근거하여 곡률을 계산하고 이를 해당하는 모멘트와

함께 그래 로 나타낸 것이다.실험체 M-G0의 경우, 기균

열이 발생하기 까지 이론값과 거의 같은 휨강성을 나타냈

으며, 기균열이 발생한 직후 약 7.4%의 휨강성 하가 발

생하 다.항복시 에 이르러 웨 에 개구부가 있는 단면에서

의 휨강성은 평균 30% 감소하 으며,웨 에 개구부가 없는

단면의 상부콘크리트와 하부 랜지의 변형률에 근거한 휨강

성은 이론값과 거의 일치해 체 실험체의 휨강성 하가 웨

에 개구부가 존재하는 약단면에 의해 크게 향 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실험체 M-G1은 실험체 M-G0와는 달리,웨 에 개구부가

있는 단면과 없는 단면에서 계측한 휨강성이 거의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기균열 발생 까지 휨강성은 거의

감소하지 않은 채 이론값과 유사하 으나 기균열 발생 직

후 약 7.5%의 강성 감소가 발생하 다.그리고 항복시 에

서 이론값과 비교해 평균 25% 가량 강성이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한,인장 최하단 측에 부착한 GFRP의 향으

로 강성이 기 실험체 M-G0에 비해 약 10% 정도 증가하

는 효과를 나타냈다.

실험체 M-SL의 경우, 기균열에 의해 약 5%의 휨강성

하가 발생하 으나,이후 그림 8(c)에서 볼 수 있듯이 항

복시 까지 거의 강성 감소 없이 이론값과 유사한 경향을 나

타냈다.

4.2.4미끄러짐 향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층고 감형 경량합성바닥은 비 칭

강재보와 콘크리트와의 완 합성거동을 유도하기 해 비

칭 강재보의 웨 부분에 원형의 개구부를 두었다. 한 이

개구부를 통해 수평방향 철근을 통시킴으로써 슬래 의 일

체성 연속성을 확보하고 미끄러짐의 향을 최소화하고자

하 다.

비 칭 강재보 하부 랜지에 부착한 LVDT계측 결과,실

험체 M-G0와 M-G1의 경우 최 하 에 이르기까지 강재

보와 콘크리트 사이에 각각 1mm와 1.5mm 미만의 매우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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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미끄러짐의 향 (극한 하 상태)

(a)실험체 M-G0

(b)실험체 M-G1

(c)실험체 M-SL

그림 10.단면 수직변형률 분포

소한 미끄러짐만이 발생하 다.이는 웨 개구부를 통한 두

재료 사이의 부착력 증가와 수평철근에 의한 보강 효과로 합

성성능이 우수하게 발 된 것으로 단된다. 한,미끄러짐

의 향이 가장 클 것으로 상되는 슬래 단부에서도 외

상 비 칭 강재보 형상의 미세한 균열이 있었을 뿐 그 외의

미끄러짐에 의한 큰 징후는 발견되지 않았다.그림 9는 실험

체의 앙으로부터 600mm간격으로 설치한 LVDT계측값과

기존 i-TECH 합성보에서 발생한 미끄러짐의 효과를 극한하

상태를 기 으로 비교하여 나타낸 그래 이다.

실험체 M-SL의 경우는 앙으로부터 우측으로 600mm

떨어진 지 에서 2mm 정도의 최 미끄러짐이 발생하 을

뿐, 구간에서 i-TECH 합성보에 비해 훨씬 은 미끄러

짐이 발생하 다.이는 슬래 의 연속성 확보를 해 웨 하

부로 통시킨 하단 배력근에 의한 항이 충분히 이루어졌

기 때문으로 단된다.따라서 강재보 웨 의 개구부에 의한

부착력 증 없이도 강재보와 콘크리트 사이의 우수한 완

합성거동을 발 할 수 있었다.

4.2.5슬래 단면의 변형률 추이

본 연구를 통해 제안된 바닥시스템의 완 합성거동 여부를

확인하기 해 순수 휨구간 내에서의 수직단면 변형률의 추

이를 살펴보았다.그림 10(a)와 (b)는 실험체 M-G0와

M-G1의 단면 A-A와 단면 B-B의 변형률 분포를 나타낸 것

이다.최상부 콘크리트 변형률은 높은 압축력이 발생한 것으

로 상되는 콘크리트 압괴 부 의 게이지값을 사용하 다.

단면 A-A의 경우,두 실험체 모두 기균열 항복하 에

이르기까지 비교 선형 인 변형률 분포를 나타내어 완 합

성거동을 하 으며,이후 최 하 시 에 이르기까지 웨 개

구부 하부의 변형률이 하부 랜지보다 격히 증가하는 상

을 나타냈다.이는 앞서 언 한 바와 같이 휨에 의한 인장응

력의 집 상 때문인 것으로 단된다.

단면 B-B의 경우, 기 균열에서부터 항복 ,그리고 최

하 에 이르기까지 거의 선형 인 변형률 분포를 나타냈으며,

철골 웨 개구부와 같은 특이성이 없는 조건 하에서는 완 합

성에 근거한 성능이 충분히 발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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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웨 에 개구부가 없는 실험체 M-SL의 경우,그림

10(c)의 그래 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콘크리트 기균열 발

생시 부터 최 내력시 에 이르기까지 선형 인 변형률 분

포를 나타냈으며 완 합성거동 하 다.

5.결 론

층고 감,장스팬 구 그리고 내화성능 향상을 목 으로

개발된 GFRP를 이용한 경량합성바닥의 휨거동 특성을 살펴

보기 해 실 실험을 수행하 으며,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

었다.

(1)GFRP를 이용한 경량합성바닥(실험체 M-G1)은 항복

시 까지 완 합성거동하여 설계내력보다 10% 상회하

는 충분한 내력을 나타냈다.항복 이후,비 칭 강재보

웨 의 개구부 하부에서 휨인장력에 의한 응력집 상

이나타났으며,그결과웨 하부가하부 랜지보다크

게 항복하고 상부콘크리트가 압괴되어 하 이 감소하는

상이 나타났다.이후 비 칭 강재보와 인장철근에 의

한연성거동이이루어졌다.웨 개구부하부에서발생하

는휨인장력에의한응력집 상을완화하기 해웨

개구부의 형상 치 조정에 한 추가 연구가 더 필

요할것으로사료된다.

(2)GFRP를 부착한 휨 실험체 M-G1은 기 실험체

M-G0에 비해 강도 강성 측면에서 모두 10% 높은

성능을 나타냈으며,항복 최 내력시 은 물론 강재

보에 의한 연성거동이 발생된 이후에도 박리나 단 등

과같은 상이발생되지않았다.

(3)GFRP를 이용한 경량합성바닥에서 비 칭 강재보와 콘

크리트 사이의 미끄러짐 발생은 최 내력시 까지

1.5mm 이내로 매우 미소하 다.이는 강재보 웨 의

개구부에의한지압력,철골표면에의한부착력그리고

수평방향 배력근에 의한 항력 등이 미끄러짐 발생에

해효과 으로 항했기때문으로 단된다.

(4)순수휨구간내단면의수직변형률분포는웨 에개구

부가 없는 구간에서는 최 하 도달시 까지 선형 인

증가를 나타냈으며,웨 에 개구부가 있는 구간에 해

서는 항복시 까지는 선형 인 증가를 나타냈으나 항복

이후에는 웨 개구부 하부에 응력집 상으로 변형률

이 격히증가하는경향을나타냈다.

(5)내력설계에있어서는AISCI1.1b.Strain-Compatibility

Approach(AISC,2005)를 용하여 모든 실험체에

해 최 내력을 산정하 으며,실험 결과 공의 크기,

웨 개구부의 여부,그리고 GFRP의 유무에 상 없이

실험값에 해 2~5% 가량 높은 해석값을 나타냈다.

이에 기존 코드를 용하여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GFRP경량합성바닥을 설계할 시에는 안 율을 고려해

해석값의85%를설계내력으로평가하는것이타당하다

고사료된다.

감사의

이 논문은 2008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

연구재단((구)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

임(과제번호KRF-2008-313기 연구과제지원(단독연

구)-D01147).

참 고 문 헌

김경주(2006)슬림빔을 이용한 슬림 로어공법 소개, 한건축

학회지, 한건축학회,제50권,제12호.

한건축학회(2009)건축구조기 해설(KBC)2009, 한

건축학회.

배규웅,허병욱,류기정,박원,이원열(2010)단면 형상이 T+U

형태인 롤 성형 강 합성보 공법개발,한국강구조학회지,

한국강구조학회,제22권,제3호,pp.20-26.

송 ,최경륜(2008)주거용 무량복합구조(FcDW)시스템 설계

와 용,콘크리트학회지,한국콘크리트학회,제20권,제

2호,pp.37-42

이 호,김도 ,김 식,우성우(2008)무량 구조의 횡하

항시스템 설계 차,콘크리트학회지,한국콘크리트

학회,제20권,제2호,pp.14-18.

이호엽,김석 ,김필 ,최산호,양 성,김규석(1992)장방형

개구부를 갖는 보강유공합성보에 한 연구, 한건축학

회 학술발표논문집, 한건축학회, 제12권, 제2호,

pp.417-420.

이호찬(2008)MHS공법 소개,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지,한

국건축구조기술사회,제15권,제1호,pp.55-65.

정 량,손 진(2006)무량 바닥 시스템에 한 구조계획

시공기술, 한건축학회지, 한건축학회,제50권,제3

호,pp.106-111.

최산호,김규석,양 성,김필 (1993)다공 합성보의 변형

내력에 한 연구, 한건축학회논문집, 한건축학회,제

9권,제11호,pp.99-108.

최재우,김상모,김 호,김상섭,이창남,김규석(2001)TSC

합성보의 거동 분석, 한건축학회 학술발표논문집, 한

건축학회,제21권,제2호,pp.305-308.

황황규, 백성렬(2009) 비 칭 조립 H형강 합성보,

SMARTBEAM 개발 용사례 소개,한국건축구조기술



GFRP를 이용한 경량합성바닥의 휨성능에 한 실험 평가

한국강구조학회 논문집 제23권 1호(통권 110호)2011년 2월 135

사회지,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제16권,제4호,pp.48-52.

American Concrete Institute (2008) Building Code

Requirements for Structural Concrete and

Commentary(ACI318M-08),ACI,U.S.A.

AmericanInstituteofSteelConstruction(2005)Steel

Construction manual(Specificationsand Codes),

AISC,U.S.A.

Camata,G.andShing,P.B.(2010)Staticandfatigue

load performance ofa gfrp honeycomb bridge

deck,CompositesPartB:Engineering,Elsevier,

Vol.41,Issue4,pp.299-307.

Chen,Y.,Davalos,J.F.,andRay,I.(2006)Durability

predictionforGFRPbarsusingshort-term data

ofacceleratedagingtests,J.Compos.Constr.,

American Society ofCivilEngineers,Vol.10,

Issue.4,pp.279-286.

Chen,Y.,Davalos,J.F.,Ray,I.,and Kim,H.Y.

(2007)Acceleratedagingtestsforevaluationsof

durabilityperformanceofFRP reinforcingbars

for concrete structures, Compos. Struct.,

Elsevier,Vol.78,Issue.1,pp.101-111.

Ju,Y.K.,Chun,S.C.,andKim,S.D.(2009)Flexural

Testofa Composite Beam Using Asymmetric

SteelSection with Web Openings,Journalof

StructuralEngineering,AmericanSocietyofCivil

Engineers,Vol.135,No.4,pp.448-458.

Loo, Y.C. and Guan, H. (1997) Cracking and

Punching Shear Failure Analysis ofRC Flat

Plates, Journal of Structural Engineering,

American SocietyofCivilEngineers,Vol.123,

No.10,pp.1321-1330.

MakowskiZ.S.(1964)The structuralapplicationsof

plastics.In:DavisRM,editor.PlasticsinBuilding

Construction. Proc Conference on Plastics in

BuildingConstruction,London,BatterseaCollege

ofTechnology,pp.49-78.

Mullett,D.L.(1992)Slimfloordesignandconstruction,

SteelConstructionInstitute,U.K.

Mullett,D.L.(1998)Compositefloorsystem,Blackwell,

Oxford,U.K.

Mullett,D.L.and Lawson,R.M.(1993) Slim floor

constructionusingdeepdecking,SteelConstruction

Institute,U.K.

Naccarato,P.A.(1999)NewAlternativetoFlatPlate

Construction,ModernSteelConstruction,AISC,

U.S.A.

Naccarato,P.A.(2000)Low Floor-to-FloorHeights,

ModernSteelConstruction,AISC,U.S.A.

Rackham, J.W., Hicks, S.J., and Newman, G.M.

(2006) Design ofAsymmetric Slimflor Beams

withPrecastConcreteSlabs,SteelConstruction

Institute,U.K.

Robert,M.and Benmokrane,B.(2010) Physical,

Mechanical,and Durability Characterization of

Preloaded GFRP ReinforcingBars,J.Compos.

Constr.,AmericanSocietyofCivilEngineers,Vol.

14,Issue4,pp.368-375.

Robert,M.,Cousin,P.,andBenmokrane,B.(2009)

DurabilityofGFRPreinforcingbarsembeddedin

moistconcrete,J.Compos.Constr.,American

SocietyofCivilEngineers,Vol.13,No.2,p.132,

pp.66-73.

( 수일자 :2010.10.15/심사일 2010.10.19/

심사완료일 2011.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