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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판콘크리트 구조 이질접합부의 면외 휨/면내 전단하중

특성에 관한 실험연구

An Experimental Study on Flexural/Shear Load Properties of

SC(Steel Plate Concrete) Structure with Reinforced Concrete J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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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L형, I형 실험체에 강판 콘크리트 구조와 철근콘크리트 구조를 적용하여 이질접합부를 만들고, 실험체에 반복하중을

파괴 시 까지 가력하여 면외 휨 내력 및 면내 전단 내력을 평가하고 구조특성을 검토하기 위해서 실험연구를 수행하였다.본 연구에서 면외 휨

성능실험은 접합부에서 정착부 수직철근이 인발되면서 파괴되었고, 면내 전단성능실험은 기초부에서의 휨 균열이 발생하여 파괴되었으며, 이론

식과의 비교결과 최대 내력이 실험값/이론값의 결과가 면외 휨성능실험은 96%, 면내 전단성능실험은 82%의 값을 나타내었다.

ABSTRACT： This paper describes an experimental study on the mechanical characteristic and behavior of a structure that

has a joint between the reinforced concrete (RC) member and steel plate concrete (SC) member. An out-of-plane flexural

test on an L-type test specimen and in-plane shear test on an I-type test specimen were carried out by means of repeated

cyclic loading until their failure. Based on the results, the former showed pull-out failure mode of anchored vertical bars

while the latter exhibited flexural failure mode of the basement member. These results reveal that the maximum capacity

of the specimens is 96% and 82%, respectively, compared with the theoretical value.

핵 심 용 어 : 강판-콘크리트, 면외 휨파괴, 면내 전단파괴, 이질접합부

KEYWORDS : SC, steel plate concrete, out-of-plane flexural failure, in-plane shear failure, joint



1. 서 론

원자력발전소의 경제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새로운 구조가

다양하게 연구되고 있다. 원자력발전소의 격납건물과 보조건

물에 사용되고 있는 철근콘크리트 구조는 일반 구조물의 구

조형식에 비해 구조단면이 매우 크고, 전단벽이 많은 특성을

갖고 있다. 이와 같은 구조특성을 반영하여 강판 콘크리트

(Steel Plate Concrete : SC)구조가 철근 콘크리트 구조

를 대체하기 위하여 국내 및 일본에서 연구개발이 이루어 지

고 있다(古和田明, 1999). 강판 콘크리트 구조는 구조체의

양측면에 강판을 설치하고 강판에 스터드를 설치한 다음, 내

부에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방식으로 구성된다. 강판과 콘크리

트는 스터드의 전단접합을 통해 일체화되며, 합성적으로 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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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된다(그림 1 참조).

국내에서 개발된 강판 콘크리트구조는 휨/전단보강을 위하

여 강판에 추가로 H형강으로 보강재를 설치하고(Rib재) 타

이바를 일정한 간격으로 설치하여 설계하였다.5)

강판 콘크리트 구조특성은 강판이 항복한 후에 콘크리트가

항복하기 때문에 철근 콘크리트 구조에 비해 연성(Ductility)

이 크고, 내진설계에 사용하는 감쇠비가 철근 콘크리트 구조

에 비해 적은 것으로 실험연구에서 보고되고 있다(이승준 등,

2010). 시공성 측면에서 강판 콘크리트 구조는 단순벽체 구

조의 경우, 소요되는 기본공기가 14일이고 철근콘크리트 구조

는 철근 조립에서 거푸집 제거까지 소요되는 기본공기가 28

일로서 강판 콘크리트 구조는 공기 단축면에서 장점을 가진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김형국 등, 2008).

본 논문에 대한 토의를 2012년 10월 31일까지 학회로 보내주시면 토의 회답

을 게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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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강판 콘크리트 구조 개념도

강판 콘크리트 구조의 적용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분

야는 원전 분야이고, 원전에의 전면적용에 앞서서 부분적용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된 원전의 전단벽체에 강판콘크리트

전단벽 구조를 일부 적용하면, 단일 구조체에 서로 다른 구조

특성을 가진 이질접합부가 존재하게 된다. 이러한 이질접합부

의 구조특성에 관한 연구는 국내외에서 수행된 사례가 드물

고, 국내에서 제한된 범위내에서 실험연구가 수행되었다(이경

진 등, 2010).

본 연구는 강판콘크리트 구조벽체와 철근콘크리트 구조벽체

가 존재하는 이질접합부의 구조성능을 평가하기 위하여 L형

형상의 면외 휨 실험체와 I형 형상의 면내 전단 실험체를 제

작하고, 각각의 실험체에 수평방향으로 반복하중을 가력하여

휨 내력 및 전단 내력을 평가하는 실험연구를 수행하였다. L

형 실험체는 SC벽과 RC벽이 수직으로 접합되어 휨하중을

받는 경우에 대한 실증실험체이고, I형 실험체는 SC벽과 RC

벽이 접합되어 면내전단하중을 받은 경우에 대한 실증실험체

이다.

2. 접합부 설계식

강판 콘크리트 구조의 접합부에 관한 설계식으로는 바닥슬래

브와 벽면이 접합할 경우, 대한전기협회에서 제정한 KEPIC

SNG(대한전기협회, 2010)에서 전단받침강판 전단내력 는

다음과 같다.

 


     (1)

여기서,  : 전단받침강판 공칭휨강도(N.mm)

 : 전단받침강판 위의 하중분포 길이(mm)

 : 전단받침강판 두께(mm)

RC벽체의 휨강도는 다음과 같다.

      


 (2)

콘크리트의 면내 전단강도는 다음과 같다.


      (3)

이형철근을 사용하는 정착철근의 강판콘크리트 벽체 내부

의 정착길이는 다음과 같다.












  

   


 (4)

여기서,  : 상부철근의 설계기준 항복강도(MPa)

 : 콘크리트의 설계기준 압축강도(MPa)

 : 에폭시 도막계수

 : 철근의 크기 계수

 : 콘크리트 파단에 대한 강판콘크리트

벽체계수

 : 철근간격

 : 횡방향 철근지수

(  

  
)

 : 정착보강재와 스터드의 전체단면적

 : 정착보강재 또는 스터드의 설계기준 항복

강도 중에서 최소값(MPa)

 : 스터드 중심 간격(mm)

 : 한 그룹의 스터드 수

 : 철근 공칭지름(mm)

3. 실험 개요

3.1 실험체의 종류와 형태

3.1.1 실험체의 종류 및 재료특성

강판콘크리트 구조(SC)와 철근콘크리트 구조(RC) 벽의 이

질접합부 실험을 수행하기 위해서 2개의 실험체를 설계하여

제작하였다. 실험체는 원전구조물의 전단벽을 단위부재로 축

소하여 제작한 RC-SC벽 L형 형상의 이질접합부 면외 휨

실험체와 RC-SC벽 I형 형상의 이질접합부 면내전단 실험체

이다. 2가지 실험체의 크기는 모두 다르며 강판두께, 리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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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터드, 인장철근, 수직/수평방향 철근을 변수로 하여 설계,

제작하였다. 실험체의 재료 특성을 표 1에 나타내었고, 종류

별 제원을 표 2에 정리하여 나타내었다.

표 1. 실험에 사용한 재료의 역학적 특성값

실험 재료 규격 강도
재료강도

N/mm(kgf/cm
2
)

스터드

(ASTM A108)

Φ13

Φ16

Fu-st 235(2,400)

Fu-st 400

콘크리트 4주 압축강도 fck 39(390)

표 2. 실험체의 종류별 제원

구 분
L형 이질접합부
면외 휨 실험체

I형 이질접합부
면내전단 실험체

실험체 제원
(길이×폭×높이)

1,800 mm×2,000 mm
×450 mm

2,200 mm×1,800 mm
×600 mm

강판 두께 tp
(SM490)

6 mm 3.2 mm

강판스터드
볼트 직경

16@150 16@150

보강 Rib - H-50×50×4.5×4.5

인장철근 d22@120 d22@200

횡철근 - d22@300

3.1.2 실험체의 형태

1) RC-SC벽 L형 이질접합부 면외 휨 실험체

본 실험체는 RC벽과 SC벽이 수평방향으로 접합되어 있

고 면외 휨 하중이 작용할 때 접합면의 균열을 평가하고 파

괴거동을 파악하기 위하여 제작한 실험체이다. RC벽체 부분

제원은 1,800mm×2,000mm×450mm(길이×폭×높이)이고,

SC벽체 부분 제원은 1,800mm×1,800mm×450mm(길이×

폭×높이)이다. RC벽체 내부에는 D22철근이 120mm 간격

으로 수직배근되어 하부 SC벽체에 U자형으로 정착되어 있

으며, D13 전단근이 150mm 간격으로 수평 배근되어 있

다. SC벽체 부분은 상하부 강판은 SM490 6mm 강판을 사

용하였고, 스터드는 M16-104 자재를 150mm 간격으로 배

치하였다(그림 2 참조).

그림 2. L형 면외 휨실험체 도면 및 형상

실험체는 현장 적용성과 시공성을 고려하여 RC벽 부분

콘크리트를 타설한 후에 SC벽 부분 콘크리트를 추가 타설하

여 제작하였다

2) RC-SC벽 I형 이질접합부 면내 전단 실험체

본 실험체는 RC벽과 SC벽이 수평방향으로 접합되어 있는

경우 면내 전단강도를 평가하고 파괴거동을 파악하기 위하여

제작하였다. 중단 이질접합부 Web 부분의 제원은 1,200mm×

800mm×2,000mm(길이×폭×높이)이고, 상단 1/2이 SC벽

체이고, 하단 1/2은 RC벽체로 구성되었다. 하중을 가력하기

위한 상단 부분의 제원은 1,800mm×1,800mm×600mm(길

이×폭×높이) 이고, 실험체를 고정시키기 위한 하단 부분은

2,200mm×2,200mm×600mm(길이×폭×높이) 이다. RC벽체

내부에는 D22 수직철근이 200mm 간격으로 배근되어 SC벽

체에 정착되어 있으며, D22 수평 전단근이 300mm 간격으

로 하단 RC부에만 배근되어 있다. SC벽체 부분은 상하부

강판은 SM490 3.2mm 강판을 사용하였고, 스터드는 M16

φ-57 자재를 150mm 간격으로 배치하였다(그림 3 참조).

실험체는 현장 적용성과 시공성을 고려하여 RC벽 부분을

먼저 제작하여 콘크리트를 1차 타설하고 SC벽 부분을 추가

로 제작하여 콘크리트를 2차로 타설하여 제작하였다(그림 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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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I형 면내 전단실험체 도면 및 형상

3.2 실험방법

실험을 수행하기 위하여 하중 가력방법은 실험체가 항복할

때까지 유압 잭을 사용하여 수평방향으로 반복하중을 가력하

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L형 이질접합부 면외 휨 실험과 I형

이질접합부 면내 전단 실험은 실험체 상단부에 유압잭을 좌,

우 2개씩 모두 4개를 설치하여 수평 좌우방향으로 반복하중

을 가력 하여 실험체가 변형에 의해서 파괴시까지 실험하였

다. 가력은 변위제어 방식의 정적가력으로 하고 가력단계마다

실험체 측면부 콘크리트 균열을 점검하고, 종료 후 실험체 균

열과 최종변위를 점검하였다.

3.2.1 L형 면외 휨 실험체 최대휨강도 산정

① 실험체 제원

○ 실험체 폭 : 1,800 mm

○ 실험체 두께 : 450 mm

○ 실험체 길이 : L1 = 1,700mm, L2 = 1,000mm

② 공칭 휨모멘트

○ RC벽체

- 휨강도 :

      


 

여기서,  : 콘크리트 4주 압축강도 (39N/mm2)

  

  
= 37.495mm

  : 철근 단면적(4,644mm2)

 : 철근인장강도(420MPa)

b : 실험체 폭(1,800mm)

d : 표면으로부터 인장철근 중심간 거리(400mm)

- 최대가력하중 :   


 

○ SC벽체

- 휨강도 :


    

        

  
  

여기서,  : 표면강판 좌굴강도(=254.313 MPa)

   

 
   

 : 스터드로횡지지된표면강판의좌굴길이계수(0.5)

B : 스터드 간격 (150mm)

 : 표면강판 두께 (6mm)

 : 공칭압축변형률 (0.002)

 : 강재 인장강도 (325 MPa)

 : 표면 강판 단면적 (=10,800 m
2
)

 : 실험체 두께 (450 mm)

- 최대가력하중 :   


 

○ 최대가력하중 :

max  min      

3.2.2 I형 면내 전단 실험체 최대 전단 강도 산정

① 실험체 제원

○ 실험체 폭 : 1,200 mm

○ 실험체 두께 : T1 = 450 mm, T2 = 300 mm

○ 실험체 높이 : L1 = 1,000mm, L2 = 1,000 mm,

Lt = 2,000 mm

○ 플랜지 벽 : 길이 Lf = 800 mm, Tf = 150 mm

② 면내 전단강도

○ RC벽체

- 콘크리트 면내 전단강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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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b : 실험체 폭 (1,200 mm)

- 철근 면내 전단강도 :       

여기서,  : 수평전단철근 단면적 (1,548 mm
2
)

 : 강재 인장강도(SM 490, 325 MPa)

- RC벽체 공칭 면내 전단강도

       

○ SC벽체 휨강도

- 휨강도 :


    

       
 

  

여기서,  : 철근 인장강도(420 MPa)



      
= 5,160.714 mm2

 : 플랜지 벽 철근 단면적(7,740 mm2)

  

    
= 164.187 mm

 : 플랜지 벽 강판 단면적 (8,550 mm2)

- 최대가력하중 :

   


 

○ 콘크리트 면내 전단강도 : 781.802 kN

표 3. 면외 휨 실험체와 면내 전단 실험체의 최대강도

실험체 종류

가력하중
L형 면외 휨실험체

가력하중

 (kN)
이론값 437

휨강도

 (kN․m)
이론값 743

실험체 종류

가력하중
I형 면내 전단 실험체

가력하중

 (kN)
이론값 781

전단강도

 (kN)
이론값 781

3.2.3 L형 이질접합부 면외 휨 실험체 설치

RC-SC벽 L형 이질접합부의 면외 휨 내력을 평가하기 위하

여 제작한 실험체의 설치개념도는 그림 4에 나타난 바와 같

다. RC벽체 상단에 유압잭을 좌우측에 2개씩 4개를 설치하

여 좌우 수평방향으로 반복하중을 가하여 실험을 수행하였다.

실험체 및 가력 프레임 설치, 외부 게이지 부착위치를 그림

5～그림 6에 나타내었다.

그림 4. RC-SC벽 L형 이질접합부 면외 휨 실험체 설치개념도

그림 5. 가력프레임 설치 형상

그림 6. 실험체 설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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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질접합부 면외 휨 내력평가를 위하여 그림 7에 나타난

것처럼 철근콘크리트 실험체 상단부 양방향으로 1점 반복하

중가력(→, ← 표시)을 하고 실험체 하부(강판 콘크리트 부

분)와 측면에 변위계측을 위하여 LVDT를 정면에 9채널(1～

9), 측면에 8채널(10～17), 총 17채널을 설치하였다.

RC부

SC부

그림 7. 실험체 가력조건과 LVDT 부착위치

L형 실험체 상단부(RC부) 내부에는 수평 전단근과 수직철

근에 스트레인 게이지를 부착하였으며, 하단부(SC부) 내부에

는 강판과 스터드에 스트레인 게이지를 부착하였다. 세부 위

치는 그림 8에 나타내었다.

그림 8. 면외 휨 하중 실험체 내부 게이지 부착위치

3.2.4 RC-SC벽 I형 이질접합부 면내 전단 실험체 설치

RC-SC벽 I형 이질접합부의 면내 전단강도를 평가하기 위

하여 제작한 실험체의 설치개념도는 그림 9에 나타난 바와

같다. SC벽체 상단의 가력부에 유압잭을 좌우측에 2개씩 4

개를 설치하여 좌우 수평방향으로 반복하중을 가하여 실험을

수행하였다. 면내 전단강도 실험체는 수평방향으로 반복하중

을 가하는 것이 필요해서 반력프레임을 제작하여 설치하였고

(그림 10 참조), 실험체를 설치한 모습, 실험체 외부에

LVDT와 콘크리트 게이지를 설치한 모습을 그림 11에 나타

내었다.

그림 9. 면내 전단강도 실험체 설치 개념도

그림 10. 가력프레임 모습 그림 11. 실험체 설치 모습

RC벽-SC벽 이질접합부의 면내 전단강도 내력평가를 위하

여 그림 12에 나타난 것처럼 실험체 상단부에 있는 가력부에

서 양방향으로 1점 반복하중가력을 하고 실험체 하부(SC

부)와 측면에 변위계측을 위하여 LVDT를 17채널을 설치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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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부

SC부

그림 12. 면내 전단강도 실험체 LVDT 부착위치

그림 13. 면내전단강도 실험체 외부 게이지 부착위치

전단강도 실험체 중앙부 외벽에는 전단파괴가 예상되는 RC

벽체(접합부를 중심으로 하부)에 스트레인 게이지를 집중하

여 부착하고, SC벽체(접합부를 중심으로 상부)에는 이질접합

부 부분에 스트레인 게이지를 부착하였다. 세부 위치는 그림

13에 나타내었다.

4. 실험 결과

4.1 RC-SC벽 L형 이질접합부 면외 휨 성능평가 결과

실험체 설치를 완료한 상태에서 하중제어의 방식으로

10tonf 단위로 좌우방향 반복가력을 하여 실험체 파괴 시 까

지 실험을 진행하였다. 하중 단계별 상단부에서의 최대변위는

아래의 표 4에 나타내었다.

표 4. 하중 단계별 변위 (상단부, LVDT-16)

하중 가력 단계 상단부 최대 변위(mm)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5단계 (→)

6단계 (←)

7.2

2.5

20.3

-10.9

1.7

-15.4

실험결과 최대하중 419.44 kN(42.8tonf, 6단계 가력)에

서 이질접합부에 균열이 발생하면서 수직정착근이 인발되는

파괴 형상을 나타내었다. 그림 14에 하중 가력 이력을 나타

내었고, 그림 15에 실험체 파괴모습을 나타내었다. 실험체

파괴시 균열도는 그림 16에 나타내었다.

하중가력에 따른 균열형상은 하중 가력 초기에는 RC부분에

서 하중 가력방향으로 전단균열이 발생하여 균열이 진전되다

6단계 가력시에 정착부 수직철근이 인발되면서 파괴되어 실

험이 종료되었다.

←

②

→

①
→

③
←

④

→

⑤
←

⑥

그림 14. 하중가력 이력

그림 15. 면외 휨 하중 실험체 파괴 후 모습

그림 16. 면외 휨 하중 실험체 파괴 후 균열도

4.1.1 하중-변위 실험결과

면외 휨 하중 실험체는 그림 18에 나타난 바와 같이 최대

하중 419.44kN(42.8tonf), 실험체 상단부(LVDT-16) 최

대변위 15.4mm로 파괴되었다(6단계 하중 가력). 이 값은

이론식에 의해 예측한 값인 437kN의 96% 수준이며, 초기

에 RC부 전단파괴 양상을 보여주다가 최종적으로는 수직철

근의 정착부 인발파괴가 발생하였다. 하단 SC부 철근정착부

미겹침 이음길이를 추가 확보하고 SC구조 측면부에 강판을

보강하여 보완하면 접합부 휨 내력성능이 충분히 발휘될 것

으로 판단된다(그림 17에서 녹색 점선부분 스터드가 부착된

철판 설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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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하단부 철판 설치 위치

그림 18. 하중-변위도 (상단부 수평방향)

SC와 RC와의 접합부에서의 수직변위는 6단계 하중가력시

(←방향) RC부분에 전단균열이 진전되면서 수직근이 인발되

면서 발생하였다(그림 7의 LVDT 1, 3번). 파괴시 접합면

수직변위는 5.5mm로 계측되었다(그림 19 참조).

L1

그림 19. 하중-변위도 (접합부 수직방향)

4.1.2 하중-변형률 실험결과

실험체의 거동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SC와 RC구조체 수직

근, 수평전단근, SC 상하부 철판, SC 내부스터드 및 표면

콘크리트에 스트레인 게이지를 설치하여 변형율을 계측하였

다. 접합부의 휨 내력이 다 발휘되기 전에 RC부의 전단균열

에 의한 정착철근이 인발되었기 때문에 내부 철근이나 철판

은 항복에 도달하지 않았다.

수직근의 경우 실험체 우측에 8개(그림 8, 4개씩 2열,

R-L4-1～4, R-L8-1～4), 좌측에 8개(그림 8, 4개씩 2열,

R-R4-1～4, R-R8-1～4), 총 16개의 스트레인게이지가 설

치되어 있으며 최대변형율은 6단계 하중가력시(←) 우측 중

단부에서 발생하였다(그림 8, 그림 20 : R-L4-3 / 1,765×

10-6). 5단계 하중가력시(→)에는 좌측 상단부에서 최대변

형이 발생하였다(그림 8, 그림 21 : R-R4-4 / 1,425×

10-6).

R-

L4-

3그림 20. 수직근 철근 하중-변형률 (우측)

R-R

4-4

그림 21. 수직근 철근 하중-변형률 (좌측)

실험체 콘크리트 부분에 예상되는 항복선을 따라서 정면

16개(S), 측면 9개(B21～B23, F), 총 25개의 콘크리트

스트레인 게이지를 부착하였다(그림 22 참조). 한 개의 콘크

리트 스트레인 게이지가 항복하였으나 (S22, 그림 23 참조)

이는 게이지 부착위치에 균열이 관통되면서 발생하였기 때문

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22. 면외 휨 하중 실험체 외부 콘크리트 게이지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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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2

2

그림 23. 콘크리트 정면 하중-변형률

4.2 RC-SC벽 I형 이질접합부 면내 전단 성능평가 결과

실험체 설치를 완료한 상태에서 하중가력은 하중제어의 방

법으로 10tonf 단위로 좌우방향 반복가력을 하여 실험체 파

괴 시 까지 실험을 진행하였다. 하중 단계별 상단부에서의 최

대변위는 아래의 표 5에 나타내었다.

표 5. 하중 단계별 변위 (상단부)

하중 가력
단계

상단부 최대
변위(mm)

하중 가력
단계

상단부 최대
변위(mm)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5단계 (→)

-0.4
1.2
-0.9
2.1
-0.9

6단계 (←)
7단계 (→)
8단계 (←)
9단계 (→)
10단계 (←)

3.9
-4.1
5.0
-4.5
6.3

실험결과는 최대하중 644.35kN(65.75tonf, 10단계 가

력)에서 실험체 기초 하부에서 균열이 발생하는 파괴 형상을

나타내었다. 그림 24에 하중 가력 이력을 나타내었고, 그림

25에 실험체 파괴모습을 나타내었다. 실험체 파괴시 균열도

는 그림 26에 나타내었다.

하중가력에 따른 균열형상은 하중 가력 4단계에서 실험체

하부 콘크리트 기초부분에서 발생한 휨균열이 상부 콘크리트

부분으로 진전되다 10단계 가력시에 RC부 콘크리트 휨파괴

로 인하여 실험이 종료되었다.

그림 24. 하중가력 이력

그림 25. 면내 전단하중 실험체 파괴 후 모습

그림 26. 면외 휨 하중 실험체 파괴 후 균열도

4.2.1 하중-변위 실험결과

면내 전단강도 실험체는 그림 27에 나타난 바와 같이 실험

결과는 최대하중 644.35kN(65.75tonf), 실험체 상단부 최

대수평방향 변위 6.3mm에서 실험체 기초 하부에서 균열이

발생하여 파괴되었다. 이 값은 이론식에 의해 예측한 값인

781kN의 82% 수준이며, 예측한 RC부-SC부의 이질접합부

에서의 전단파괴 양상이 아닌 실험체 기초부에서의 휨파괴

형상을 나타났다.

면내 전단강도 실험체의 접합부 수평방향 변위를 그림 28

에 나타내었다. 실험체 접합부의 상대 수평변위를 측정하기

위하여 실험체 접합부에 2개의 LVDT를 설치하였고(그림

12 참조), 반복하중 가력에 의한 수직방향 변위는 최대하중

644.35 kN(65.75tonf)에서 최대수직방향 변위 0.06mm

(LVDT 7)를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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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하중-변위도 (상단부 수평방향)

그림 28. 하중-변위도 (접합부 수평방향)

면내 전단강도 실험체의 하중-전단 변위를 그림 29에 나타

내었다. 실험체의 전단방향 변위를 측정하기 위하여 실험체

측면에 2개의 LVDT를 X자형으로 설치하였고, 수평방향 반

복하중 가력에 의한 전단방향 변위는 최대하중 644.35kN

(65.75tonf)에서 최대전단방향 변위 0.32mm(LVDT 7)를

나타내었다.

그림 29. 하중-변위도 (전단방향)

4.2.2 하중-변형률 실험결과

접합부에서의 항복여부를 판별하기 위하여 실험체의 접합부

외벽에 콘크리트 게이지를 설치하였다(그림 13 참조). 실험

체의 플랜지 부분에 접합부를 중심으로 하여 하부 콘크리트

부분에 6개(F11～F13, F21～F23), 상부 SC부분에 3개

(F31～F33)의 게이지를 설치하였다.

실험체의 웹 부분에 접합부를 중심으로 하여 하부 콘크리트

부분에 25개(W11～W55), 상부 SC부분에 10개(W61～

W75)의 게이지를 설치하였다. 웹 부분의 내부 콘크리트 게

이지는 콘크리트 기초 하부의 균열로 파괴시 내력에 여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30 참조).

그림 30. 콘크리트 웹부 하중-수직변형율

실험체의 웹 내부 수직철근에 부착한 게이지는 36개이고,

하중-변형율 관계를 그림 31에 나타내었다. 실험체 기초 부

균열로 인한 파괴시 웹 내부 철근이 항복에 도달한 경우는

없고, 수평방향 반복하중 재하로 응력이 가장 크게 걸리는

W우밑5 게이지의 변형율이 크게 나타났다.

그림 31. 실험체 웹 내부철근 하중-수직변형율

5. 결 론

구조물-기기의 복합모듈화를 수행하기 위해 강판콘크리트

구조와 철근콘크리트 구조 이질접합부 실험체를 제작하여 면

외 휨강도, 면내 전단강도 내력평가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수행한 실험값과 이론식과의 비교결과인 실험값/이론값

은 면외 휨하중 실험체는 96%, 면내 전단강도 실험체

는 82%의 수준의 내력성능을 보여주었다.

(2) RC-SC벽 L형 이질접합부 면외 휨 실험체는 초기에

RC부 전단파괴 양상을 보여주다가 최종적으로는 수직

철근의 정착부 인발파괴가 발생하였다. 인발파괴를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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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해서 RC벽체에서 하부 SC벽체에 수직으로 설치

한 철근 미겹침 이음길이를 400mm 보다 크게 하고, 하

부 SC벽체의 측면에 철판을 추가로 설치하는 것이 필요

함을 확인하였다.

(3) RC-SC벽 I형 이질접합부 면내 전단 실험체는 콘크리트

하단 기초부에서 휨파괴가 발생하였다. 실험체의 면내

전단파괴를 위해서는 실험체의 플랜지 부분 휨강성을 작

게 하고, 웹 부분에 설치한 수직철근의 강성을 추가로

평가하여 설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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