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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1)

1.1 연구배경

많은 인원을 일시에 수용함과 동시에 내부공간에서 이

용객의 시선차단이 없는 대규모 위락시설, 집회시설, 경

기장 등과 같은 구조물과 자유롭고 이상적인 생산라인의 

배치가 가능할 뿐만 아니라 필요시 기존의 생산라인의 

신속한 변경이 가능한 내부에 기둥이 없는 공장건물과 차

량의 증가로 인해 발생되는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한 주

차장(Fig. 1) 등과 같은 무주 대공간(無柱大空間) 구조물

의 건설이 많이 요구되고 있다.1,2)

KOSKA의 년간 통계자료(Fig. 2)를 살펴보면 대공간이 

요구되는 공장이나 차고 등의 공사비가 2009년 이후 지

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산업사회

의 발달에 힘입어 최근 장경간 건축물에 대한 수요가 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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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지만, 이 분야에 대한 국내의 기술수준은 아직 미약

한 상태이다. 대부분의 기술이 학술적인 연구에 주종을 

두고 설계 및 시공에 관련된 기술개발은 미미한 실정이

다. 또한 건축분야 기술자들의 제한적 시선에 의해 개발

된 기술의 현장적용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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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building structure is planned to maximize the use of space in recent. It was developed of a hybrid OCB (Optimized  

Composite Beam) for trying to take advantage of the maximize space. The OCB is composed of the steel h-beam section reinforced 

by open strands in negative moment zone and the psc concrete section in positive zone. Flexural behaviors of typical architectural 

bybrid OCB section was investigated. The 15 m OCB specimen was tested under three point static loading system. Following results 

are obtained from the tests; 1) The OCB with 15 m span develop initial flexural crackings under the 171% of full service loading. 2) 

Overall deflections of OCB under the service loads are less than those of the allowable limit in KCI Code provision. 3) The crack 

patterns, failure mode and ultimate load capacity of test specimen and F.E. model in this paper and they are compared to each other. 

The OCB is verified of structural reliability from the experimental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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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Application of Architecture Beam for Long S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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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국내 건설시장의 개방화추세에 대비하고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장경간 건축물에 관한 기술

개발 및 자립화는 매우 시급하다.

1.2 국내․외의 장경간 건축보 기술

PC (Precast Concrete)시스템이 개발・활성화된 최근 50

년 동안 구미와 일본에서 다수의 슬래브 시스템이 제안

되고, 건물의 자중과 층고 축소, 설비배관 설치와 세우기

(Erection) 편리함, 시공비용 절감 등을 가져왔다. 이러한 

연구들은 주로 프리스트레스트 PC특성에 따른 ‘단면개발

과 효율적 연결부 개발’로 요약될 수 있다. 그러나 국내

에서 발전된 장스팬 PC골조시스템에 관한 연구는 그리 

많지 않으며, 대표적으로 삼성물산 주택사업팀에 의하여 

진행완료 혹은 진행 중인 ‘Hi-beam 공법’과 ‘더블티 슬래

브 시스템 공법’ 등을 들 수 있다.3)

2000년도 초반 일부 PC공장을 가지고 있는 건설업체

에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7.5~12 m경간을 모듈로 하여 

PC골조 형식을 적용하고 있으나, 경간장이 20 m를 넘는 

장스팬인 경우 콘크리트 구조형식인 경우 프리스트레스 

PC형식보다는 Preflex 보나 Hi-beam 공법을 제한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실정이다.4)

미국, 유럽, 일본 등에서는 다양한 PC골조형식이 개발

되었으나, 대부분의 PC골조 접합부가 연성이나 에너지 

소산능력 등 내진성능향상을 주요 목표로 하여 모멘트 접

합용으로 되어 있다. 이러한 접합부들은 구조성능이 좋

은 반면 접합부의 제작성, 운반성, 시공성 등은 낮아, 이

들 나라와 구조기준 및 시공조건이 다르고 건설환경에 

차이가 있는 국내에서는 이들 공법을 그대로 도입하여 적

용하는 것보다는, 국내 건축공사에서 사용되고 있는 골조

시공과 재료, 시공능력, 시공장비 등을 감안하여 시공성

이 높고 보-기둥 응력전달을 원활히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고안하여 실용화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된다.5)

콘크리트와 철골의 복합화 개념에서 시작한 ‘Hi-beam’

은 중앙부 철골-단부를 PC로 시공함으로써, 단순지지에

서 20 m까지 적용가능하나 스팬/깊이․자중 등 효율성에

서 철골조를 극복하지 못하였고, 중앙 철골부위에 대응

하는 중간보 등이 모두 철골조이어야 하는 부담이 있으

나 단부를 콘크리트 PC화 함으로써 콘크리트 기둥과의 

접합부 개선이라는 장점을 가져오기도 하였다.6,7)

최근에 강구조에서는 기둥과 연결되는 위치에서 변단

면(Tapered Plate)으로 처리하여 정모멘트부의 강재량을 

감소킬 수 있는 Tonic beam공법이나 ES beam공법이 특

허기술로 적용되고 있으며, 교량구조에서 많이 적용되었

던 Preflex나 Precom공법과 같은 강합성구조가 건축구조

에서도 적용되고 있다. 일본의 경우, 1981년부터 건설성

으로부터 프리플렉스빔 건축보의 인정서를 획득한 후 현

재까지 약 100여건의 시공실적을 가지고 있다. 시공된 건

물의 스팬이 대부분 18~25 m로서 최근에는 지상 30층, 

스팬 28.8 m의 NTT빌딩을 완공하였다.8)

그러나 Fig. 3(a)와 같은 Tonic공법은 장경간구조보다는 

강재량을 저감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된 기술이며, Fig. 

3(c), (d)와 같은 강합성 구조는 장경간 구조실현은 가능

하나 강재가 많이 소요되어 공사비가 높은 공법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고강도콘크리트, 고강도 강선 및 강판

과 같은 건설재료를 효과적으로 활용한 장경간 무주시스

템을 구성할 수 있는 필수요소인 15 m 이상의 장경간 건

축보를 하이브리드 개념으로 개발하였고, 실물모형으로 

15 m 건축용보 시험체를 직접 제작하고, 재하실험을 실

시하여 구조적인 성능을 입증하였다. 

2. 장경간 OCB 건축용보의 개념

2.1 OCB공법의 원리

본 연구를 통해서 개발하고자 하는 장경간 건축구조용 

OCB (Optimized Composite Beam)는 형강과 PS콘크리트

구조가 혼합된 하이브리드구조로 정모멘트 구간과 부모

멘트 구간의 역학적 거동에 따라 콘크리트와 강재빔 그

리고 PS강재를 이용하여 외력에 대해 최적으로 대응하는 

합성빔 공법이다. 

Fig. 2 Variation of construction cost for space structures in 

Korea (KOSCA)

(a) Tonic beam method (b) ES beam method

(c) PreFlex method (d) Precom method 

Fig. 3 Architecture Beam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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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B는 Fig. 4와 같이 건축구조에서 바닥슬래브를 지

지하는 보를 슬래브 콘크리트와 일체성 확보에 유리한 

콘크리트와 철골 기둥과 접합이 용이한 강재를 조합하여 

구성하고, 부모멘트 구간에는 강재를 배치하고 그 강재

에는 미리 프리스트레스를 도입함으로써 정모멘트 구간

과 부모멘트 구간에서의 보의 내력과 강성을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증대시킬 수 있는 하이브리드 합성빔이다.

2.2 OCB공법의 특징

OCB의 역학적인 기본 개념은 Fig. 5와 같이 일반적인 

양단고정보의 휨모멘트 분포에 대해 Table 1의 Step-1과 

같이 정모멘트 구간에는 제작단계에서 프리텐션 프리스

트레스를 도입하여 외력에 의해서 발생되는 휨모멘트에 

대해 저항하고, 부모멘트가 발생되는 기둥부에서는 휨강

성이 우수하고 연결성능이 우수한 강재를 배치하고 여기

에 더하여 Step-3과 같이 강재의 상단에 노출강연선을 배

치하여 프리스트레스를 도입함으로써, 외력에 의한 부모

멘트를 상세할 수 있는 구조로 제작되어 Step-5와 같이 

외력에 의한 휨모멘트를 확연히 감소시켜 장경간 구조에 

적합하도록 개발하였다. 또한 강재량을 최소화하여 제작

비용을 최소화하여 경제성 측면에서도 경쟁력을 갖도록 

개발된 건축용 빔이다. 

장경간 구조에서는 기둥에 작용하는 외력에 의한 부재

력이 커져 일반적으로 철골기둥이나 SRC 기둥이 적용되

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개발된 건축용 OCB는 단부가 일

반적인 형강구조로 현장에서 볼트 이음을 통해 기둥부와 

연결할 수 있도록 하였다. 

OCB의 제작은 운반제한에 따라서 공장제작 및 현장제

작이 모두 가능하다. 운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동식 

프리텐션 제작대를 이용하여 현장에서 제작이 가능할 뿐

만 아니라 프리텐션 방식으로 정착구나 쉬스관 같은 부

가장치가 불필요하여 경제적이며 공정이 단순하여 제작

이 용이하다.9) 

3. 건축용 OCB의 재하실험

사전연구를 통해서 장경간 구조로 경제성을 확보한 하

이브리드 합성보인 OCB에 대해 시공성 및 구조성능 평

가를 위하여 실물모형 시험체를 제작하여 정적가력시험

을 수행하였다.

3.1 시험체의 제원 및 형상

건축구조설계기준(2009)9)의 규정으로 설계된 15 m 길

이의 시험체의 위치별 단면도를 Fig. 6에 나타내었다. 시

험체는 Table 2와 같이 콘크리트부와 강재부의 재료강도

Fig. 4 Basic Concept of OCB

Fig. 5 Bending Moment Diagram for General Fixed Beam

Table 1 Member forces of OCB at each construction stage

Stage Member force

Step-1: 

Introduction of Pretension

Step-2:

Erection to Column bracket

Step-3:

Introduction of Prestress at Negative Moment Zone

Step-4

Pouring of Slab Concrete

Step-5

Undergo Service Lo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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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고려하여 설계되었으며, 정모멘트와 부모멘트 구간 모

두에서 동시에 성능을 조사하기 위하여 Fig. 7과 같은 형

태로 시험체를 설계하였다. 

하중조건은 건축구조설계(2009)10)의 고정하중 및 활하

중 조건(5 kN/m2) 설계기준에 따라 적용되었으며, 기둥과 

연결되는 강재부 상단에 노출강연선 4가닥을 Fig. 6과 같

이 고려하여 설계되었다.

Table 3은 고정하중(거더 및 슬래브)과 활하중(5 kN/m2) 

및 상재하중(5 kN/m2)을 고려하여 Fig. 6으로 가정된 단

면의 설계하중 및 단면의 공칭강도를 나타내고 있다. PC

부는 ASD (허용응력설계법)에 따라서 설계되었으며, 강

재부는 단면설계 프로그림인 Best Steel을 이용하여 LSD

(한계상태설계법)로 설계되었다. 단부에 설치되는 노출강

연선의 보강은 부재력 산출시에 식 (1)과 같이 외력에 의

한 휨모멘트에서 강선보강에 의한 휨모멘트를 공제하는 

것으로 하였다. 







 × (1)

여기서, : 유효 프리스트레스력, : 형강도심에서 노출

강연선까지의 거리, 
: 외력에 의해 발생되는 부모

멘트 

3.2 시험체의 제작

곤지암에 위치한 제작공장에 이동식 프리텐션 제작대

를 설치한 후, 단부 위치에 H형강을 설치하고 중앙부에 

강연선을 배치 후 Fig. 8(c)와 같이 콘크리트를 타설하였

다. 양생 이후에 강연선에 긴장력을 도입한 후 실험장소

인 명지대학교 하이브리브 구조실험센터 제작장으로 운

반하여 Fig. 8(e)와 같이 기제작된 강재기둥부에 고장력

볼트를 이용하여 현장이음을 실시하였다. 기둥측 상단부

에 Fig. 8(f)에 보이는 것과 같이 2차 강연선을 배치하고 

긴장력을 도입한 후에 상부슬래브를 타설하였다. 슬래브

가 충분한 강도를 발현하도록 자연양생을 실시한 후에 

크레인과 트레일러를 이용하여 재하실험을 수행할 실험

실에 입고하였다. 

3.3 계측 및 재하방법

제작된 OCB 시험체 내부철근에 F형 전기저항식 변형

률게이지를 부착하여 하중재하에 따른 대상시험체의 변

형률 변화를 측정하였으며, 중립축 거동과 초기균열을 확

인하기 위하여 콘크리트 표면에는 P형 전기저항식 변형

률 게이지를 부착하였다. 하중의 변화에 따른 시험체의 변

위는 LVDT를 사용하여 측정하였으며 처짐이 가장 크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험체의 중앙부 하단에 와이어

타입의 변위계를 설치하였다. Fig. 9는 철근에 부착한 F

Steel Sec. Part SRC Sec. part PC Sec. part

4
8
8

2
0
0

1.200

300

1.200

500

1.200

500

Fig. 6 Section Properties of 15 m Specimen

Table 2 Properties of Materials

Material Member Property

Concrete
Beam fck=50 MPa

Slab fck=27 MPa

PS Strand SWPC7C Φ15.2 mm 16+4=20 EA

Re_bar Beam, Slab SD400

Steel Colum, H-beam SS400

Table 3 Design Strengths of 15 m OCB

Load Level
Positve Moment 

Zone (PC sec.)

Negative Moment

Zone (Steel sec.)

Service Load 

State
518.143 kN.m 837.482 kN.m

Factored Load 

State
696.771 kN.m 1,154.979 kN.m

Nominal Strength 1,557.205 kN.m 1,763.310 kN.m

Fig. 7 Geometric profile of 15m OCB test speci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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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게이지의 부착위치와 콘크리트에 부착한 P형 게이지

와 변위계의 위치를 나타내고 있다.

시험체의 재하방식은 3점 휨실험을 수행하였다. 다만, 

OCB의 부모멘트 성능을 확인하기 위하여 강성이 큰 강재

기둥을 실험실의 반력용 바닥에 강봉을 이용하여 고정하

여 OCB의 경계조건이 고정과 롤러 지점이 되도록 설치

되었다. 본 실험은 명지대학교 하이브리드 구조실험센터

에서 수행되었으며, 최대가력용량 3,000 kN의 액츄에이터

를 사용하여 1 mm/min의 가력속도로 변위제어방식으로 

시험체가 파괴될 때까지 수행하였다. Fig. 10은 시험체의 

전경을 나타내고 있다.

3.4 재하실험결과

3.4.1 하중이력과 변위곡선

시험체는 설계하중과 공칭강도를 넘어 최종 750 kN까

지 안정적인 거동을 나타냈다. 초기균열은 계수하중을 약

간 넘어선 333 kN에서 발생하였으며 이후에 하중-변위 

(a) Equipment of pretension 

fabrication system 

(b) Pretensioning 

(c) Concrete Placing (d) Field splice connection

(e) Tensionnig of open strand (f) Construction of Slab

Fig. 8 Fabrication of OCB Specimen

Fig. 9 Setting place of measuring gage for strain and dispalcement

Fig. 10 Equipment profile of static loading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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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프의 기울기에 변화가 약간 발생하였지만 지속적인 

선형거동을 보이고 있다. 

사용성 측면에서 사용하중상태에서 처짐량은 9.70 mm

로 콘크리트구조기준(2012)11)에서 제시하고 있는 동하중

을 받는 구조물에서 최대허용처짐인 15.6 mm () 이

내로 안정적이며, 균열 또한 사용하중의 1.7배에 해당되

는 하중상태에서 발생되어 구조적인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3.4.2 균열 분포도

시험체의 하중단계별 균열을 모니터링하여 균열분포

도를 Fig. 12와 같이 작성하였다. 균열은 정모멘트 영역

인 PC구조의 중앙부에서만 발생되어 하중증가에 따라서 

확장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 12와 Fig. 13은 최종파괴

상태에서 균열의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사용하중 이하에서는 균열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초기

균열은 333 kN에서 나타났으며, 중앙부 가력지점의 하단

에 최초로 균열이 확인되었다. 발생하는 균열은 하중방

향을 따라 휨균열의 형태로 수직으로 확장되었으며, 하

중이 중가함에 따라서 하중의 깊이가 깊어지고 균열발생 

분포폭이 점차 확대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강재와 PC가 합성되는 위치에서는 Fig. 14와 같이 최

종파괴시까지 형상의 변화나 분리, 균열이 발생되지 않

았으며 이같은 결과로부터 PC부분과 형강의 연결부에서 

합성에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최종적인 하중재하는 Fig. 11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중

앙부에 초기 휨균열이 발생한 이후에도 하중이 지속적으

로 중가하고 있으며, 설계단면의 공칭강도 이상까지 하

Fig. 11 Load-displacement relationship 

Steel H-Shape

Fig. 12 Crack profile of test specimen

Fig. 13 Flexural crack on test specimen 

Table 3 Specified load and vertical deflection value on 

test 

Load Step Value (kN)
Displacements (mm)

Section A Section B

Service Load 195 9.70 1.37

Initial Crack Load 333 18.10 2.47

Factored Load 345 20.00 2.62

Ultimate Load 750 70.80 7.74

Fig. 14 Non-crack on SRC Section in ultimate 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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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을 재하한 후에 중앙부에 균열이 지속적으로 확장되고 

시험실의 안전상의 문제로 750 kN에서 중단되었다. 그러

나 하중을 제거한 후에도 중앙부의 수직변위가 일부 복

원되는 것으로 나타나 최종상태에서 취성파괴가 발생되

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PSC 구조에서는 강연

선의 배치로 인해서 갑작스런 취성파괴는 일반적으로 발

생되지 않는다. 

3.4.3 정모멘트부의 거동

Fig. 15는 거더 중앙부 하단(PC구조)에 부착된 콘크리

트의 변형률을 측정한 결과로, 초기균열이 발생된 333 kN

이전까지는 선형적인 거동을 보였다. 그러나 초기인장균

열이 발생하고 확장되면서 C12 게이지 부착면에서 박리

가 발생되어 하중이 증가함에도 변형률값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게이지 C11의 경우 하중이 증가함에 

따라서 조금씩 변형률이 증가하다가 약 520 kN에서 급속

히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16은 PSC 중앙부 하단에 종방향으로 배근된 인장

철근에 부착된 게이지의 변형률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재하하중이 초기균열이 발생한 후에 약 450 kN에서 인장

철근에서 1차 변곡이 나타났으며 철근이 항복에 도달한 

600 kN이후에도 하중이 증가함에 따라서 변형률이 선형

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서 실험 종료시까지 

철근의 파단없이 인장을 받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3

개의 게이지에서 발생된 변형률은 유사한 거동을 보여 파

괴시까지 편재하 등은 발생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정모멘트부 상단 슬래브 표면에 부착된 게이지에서는 

Fig. 17과 같이 압축변형이 발생하며, 극한상태에서 변형

률이 0.0014로 콘크리트의 극한변형률(0.003)에는 도달하

Fig. 15 Transition of strain on bottom face of concrete beam

Fig. 16 Transition of strain attached bottom rebar

Fig. 17 Transition of strain on top face of concrete slab

Fig. 18 Transition of strain on flanges of steel H beam in 

negative z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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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중앙부 슬래브 상단표면

에서는 재하실험이 종료될 때까지 균열이 관측되지 않았

다. 따라서 PC 구조를 갖는 시험체의 중앙부에서 파괴는 

휨인장균열파괴로 판단된다. 

 

3.4.3 부모멘트부의 거동

기둥연결부 강재의 상하단에 부착한 변형률 게이지로 

강재의 변형률을 측정한 결과이다. Fig. 18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강재상단부의 인장변형률이 하단부의 압축변

형률보다 크게 측정되었으며, 극한상태에서 상부플랜지

의 변형률은 항복변형률인 0.001175(=Fys/Es)
12)을 넘어서 

항복에 도달한 것으로 측정되었다. 그러나, 중앙부에 초

기균열이 발생된 시점에서 기둥부 형강에서 변형률(0.0005)

은 항복변형률에 50%이하로 탄성상태로 조사되었다. 

Fig. 19는 OCB의 기둥부 상부슬래브의 콘크리트 변

형률로 설계하중까지는 압축거동을 보이다가 중앙부에

서 초기균열이 발생된 후 좌․우측이 서로 다른 거동을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탄성상태를 지나 비탄성 

상태에 도달하면서 상부슬래브에 약간의 비틀림이 발생

되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는 실험실의 여건으로 약 25 

mm의 편심재하가 재하된 것이 원인으로 판단된다. 그

러나 설계하중에 도달할 때 까지 모두 콘크리트의 극한

변형률(0.003) 이내로 균열이나 파괴의 징후는 나타나지 

않았다. 

15 m OCB의 실물모형 시험체의 재하실험을 통해서 설

계하중에 대한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특히 부모

멘트 영역에서 노출강연선(Fig. 8(m))을 이용하여 보강

한 효과로 중앙부가 파괴에 도달할 때까지 단부에서 슬

래브 균열, 강재의 항복 등은 발생되지 않은 것으로 판

단된다.

4. 건축용 OCB의 유한요소해석

건축용 OCB의 구조실험결과를 예측하고 구조거동을 분

석하기 위하여 3D 유한요소. 정밀해석을 수행하였다. 해석

프로그램은 범용유한요소해석프로그램인 MIDAS FEA (V3.6)

를 사용하였으며, 사용재료에 대한 비선형거동을 고려하

여 극한해석을 수행하였다.

4.1 해석모델의 개요

수치해석에서 시험체는 각각의 형상을 갖는 요소로 구

분하여 구성하게 되었는데, 콘크리트와 강재부는 8절과 

6절점을 갖는 솔리드 요소를 이용하여 Fig. 20과 같이 모

델링하였고, 콘크리트 재료는 Druck-Prager의 파괴기준을 

적용하였으며 강재의 파괴기준은 Von Mises이론이 적용

되어 해석이 수행되었다. 

콘크리트의 재료적인 비선형 거동을 적절하게 묘사하

기 위해서는 적합한 소성모델이 필요하다. MIDAS FEA 

프로그램에서는 콘크리트 구조물의 비선형재료 모델로 

Total Strain Crack 모델을 사용한다. 

압축응력하의 콘크리트는 등방성 응력이 증가하고 이

에 따라 강도와 연성이 증가하게 된다. 이러한 등방성 응

력의 영향을 반영하기 위해 압축응력-변형률의 관계는 함

수인자인 Peak Stress와 Peak Strain의 정의에 의해 파괴를 

일으키는 파괴함수로부터 결정된다. 압축균열모델은 Fig. 

21(a)와 같이 Thorenfeldt 모델을 해석에서 고려하였다. 인

장거동모델은 파괴에너지에 근거한 연화함수로 구현된 

Fig. 19 Transition of strain on top face of cocnrete slab in 

negative zone

Fig. 20 F.E. Model for 15 m OCB Beam

(a) Theorenfeldt (b) Constant 

Fig. 21 The nonlinear model of concre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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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로 본 해석에서는 Fig. 21(b)와 같이 Constant 모델을 

사용한다. 

PC구간과 기둥부 노출강연선은 프로그램내에 Embeded 

요소를 이용하여 솔리드 요소안에 배치되었다. 기본적인 

물성과 제원은 시험체와 동일한 자료가 고려되었다.13)

 

4.2 해석대상의 구조 및 해석방법

건축용 OCB는 변단면을 갖는 거더부와 강재 연결부, 

기둥부, 슬래브 부분으로 구분하여 모델링되었고 프리텐

션 방식의 프리스트레스를 1차와 2차로 나누어 도입하였

다. 또한 실제 시공단계별 시공순서에 따라서 해석상에

서도 단계별 해석을 수행하였다.

건축용 OCB에 대한 정적재하 해석을 위한 경계조건은 

시공1단계에서 힌지-롤러지점을 적용한 후 시공 2단계에

서는 지점부에 롤러지점, 기둥하단부에는 고정지점을 적

용하였으며, 하중은 자중, 프리스트레싱력, 그리고 외력

으로 구분하여 재하하였다. 해석은 재료의 파괴기준에 

수렴될 때까지 수행되었다.

4.3 해석결과 및 실험결과와 비교

수치해석에서는 Fig. 22의 하중-변위 그래프에서 보여

지는 것과 같이 초기균열은 416 kN에서 발생되어 최종 

770 kN에서 파괴되어 해석이 종료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초기균열은 실험에 비해서 높은 하중상태에서 

발생되었으며 파괴하중도 실험치보다 높은 하중에서 발

생되었다. 이같은 차이나 그래프의 기울기 차이 등은 해

석상에 반영할 수 없는 제작상의 오차와 콘크리트-강재

가 합성되는 위치에서 합성효과의 차이로 인해 시험체의 

수직변위가 상대적으로 크게 발생되어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해석상의 결과에서 일차적으로 중앙부 하단에서 휨인

장균열이 발생하여 확장되고, 하중이 점차 증가함에 따

라서 Fig. 23에 나타난 주응력도에서 보여지는 것과 같이 

극한상태에서 보의 기둥연결부 강재와 기둥이 항복에 도

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Fig. 24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균열분포도에서 PC

부 중앙 하단에 휨인장균열이 발생되고 이후에 기둥부 상

단의 슬래브에서도 균열이 발생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초기균열이 발생되는 시점이 공용상에 문제가 되

지 않는 상대적으로 높은 하중단계에서 발생되어 구조적

으로 안전한 것으로 판단된다. 

프로그램을 이용한 해석연구에서도 설계범위내에서 OCB

보의 구조성능은 시험체의 실험연구에서와 같이 안정적

인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건축구조에서 공간활용 극대화를 위해 

개발된 건축용 OCB의 단면 및 시공성이 검토되었으며 

실물모형을 제작하여 구조성능 실험을 수행하였다. 또한 

구조실험결과를 예측하고 구조거동을 분석하기 위하여 3D 

정밀해석을 수행하여 실험결과와 비교검토하였다. 본 실

험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건축구조에서 장경간을 구축하기 위한 기존의 건축

용빔에 비해 구조적으로 안정적이며 특히, 공사비

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건축용 OCB 공법을 제시하

였다. 

2) 건축용 OCB의 정적실험을 수행한 결과 15 m 실험

체의 경우 초기균열은 설계하중보다 약 15%이상 높

은 하중단계에서 발생하였으며, 설계단면의 공칭강

도보다 10%이상 높은 하중단계에서 파괴가 발생하Fig. 22 Load-Displacement Relationship 

Fig. 23 Principal stress distribution of F.E. Model in ultimate 

stage 

(a) Initial Cracks (416kN)

(b) Cracks on Ultimate State (770kN)

Fig. 24 Cracks on F.E.A.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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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따라서 구조적 안정성은 충분히 확보된 것으

로 판단된다.

3) 사용성 측면에서는 설계사용하중단계에서 약 10 mm

의 처짐이 발생하여 허용처짐 규정(25 mm)에 비하

여 작게 측정되어 설계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조

사되었다.

4) 검증차원에서 수행된 수치해석결과에서는 시험체의 

재하실험과 유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으며, 전체

적으로 건축용 OCB의 현장활용에 문제가 없음을 확

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높은 공사비로 인해 장경간 건축구조를 

채택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던 건축주들에게 하나의 대안

으로 충분히 어필할 수 있는 공법인 OCB에 대한 실험연

구를 통해 구조적인 신뢰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 추가적으로 거더의 중량을 최적화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와 연구가 진행된다면 장경간 건축구조에 보다 

적극적인 활용을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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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국내의 건축구조는 공간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계획되고 있다. 공간활용의 장점을 실현하기 위하여 하이브

리드 OCB (Optimized Composite Beam)를 개발하였다. 건축용 OCB는 부모멘트 구간에서는 노출강연선으로 보강된 H형강으로 구

성되고 정모멘트 영역에서는 PSC 구조로 구성된다. 본 연구에서는 건축용 OCB의 휨성능을 조사하였다. 15 m 길이의 시험체를

제작하여 3점 휨실험을 실시하였다. 실험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시험체의 재하실험에서 초기 균열은 설계사용

하중의 171%에서 발생되었다. 2)사용하중에서 처짐은 건축구조설계기준에 제시된 허용처짐량 이내로 만족하였다. 3)균열의 양

상, 파괴모드 그리고 극한하중 등의 실험결과는 3D 수치해석결과와 비교검토되었다. 본 실험연구 결과로부터 건축용 OCB보의

구조적인 신뢰성이 입증되었다. 

핵심용어 : OCB 부재, 장경간, 실험연구, 건축보, 하이브리드 구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