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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paper, finite element analysis of Steel-Concrete panel(SCP) was conducted considering the local buckling behavior and the 

optimized design of shear studs arrangement was studied by comparing with design guidelines. If the spacing of the studs of SCP is 

widened, it is easy to be manufactured and the weight fo members become lighter. On the other hand, the steel plate would be 

vulnerable to the local buckling behavior. Therefore, the guidance and design of SCP limit the maximum spacing of the studs to 

prevent the development of shear cracks and local buckling, however this is based on the design criteria of the other composite 

structures. Parameter studies with changes in stud spacing on steel plate and SCP are conducted and the obtained result was 

compared with values given in design guidel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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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일반 인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과 달리 강  콘크리트 구조

(steel-concrete panel, SCP)는 강 에 직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거푸집의 설치  제거가 필요하지 않으며 패  단 로 

모듈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시공 기간  비용을 감할 수 있다. 

특히 극지  오지의 비율이 높은 LNG 액화 랜트 건설 지역은 

시공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지 작업이 최소화되는 모듈화 

시공  설치 방법에서 크게 이 을 가진다. 한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과 비교하여 얇은 두께의 구조를 사용하여도 되므로 

구조물의 경량화도 가능하다. 

강  콘크리트 구조는 미국과 일본 등에서 구조  성능과 

용에 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일본은 1995년

부터 산학이 공동으로 강  콘크리트 구조의 구조  특성을 악

하기 한 기  실험들을 수행하 으며, 이를 바탕으로 JEAG- 

4618 ‘강 콘크리트구조 내진설계 기술지침 건물·구조물편’을 

작성하 다. 압축실험, 온도특성실험, 이음부 인장실험 등 기

실험 결과는 이후 미국  국내의 강  콘크리트 기술기  

개발의 배경 자료가 되었다. 미국은 Westinghouse Electric 

Company사가 개발한 원자로 AP1000이 NRC로부터 건설

부지 표 설계인증을 재취득하 고, 미국 내에 Vogtle 3,4호

기와 VC Summer 2,3호기 등이 건설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2000년 부터 연구가 진행되기 시작하여 2010년에는 한 기

회에서 원자력구조 강  콘크리트 설계기 인 KEPIC SNG 

(KEA, 2010)를 제정하여 매년 개정 을 발행하고 있다. 

한국수력원자력 등에서 원자력발 소 건물에 진  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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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Maximum stud spacing considering shear cracks

Fig. 2 Maximum stud spacing considering local buckling

검토하고 있으며 유사 격납구조물인 LNG 장탱크에 한 

연구도 진행되고 있다(Lee et al., 2015; Lee et al., 2015; 

Cho et al., 2014). 그러나 이와 같은 기술기 들은 기존의 

ACI(2008), AISC(2008)과 같은 기존의 합성구조 설계기

들을 바탕으로 정리되었고 설계  기술기 이 완 히 정립

되지 않아 재에도 강  콘크리트의 특성을 고려하기 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강  콘크리트 패 에서 강 과 콘크리트는 단 스터드와 

같은 연결재를 이용하여 단력을 달하고 두 부재를 연결

하는데, 스터드의 종류와 배치에 따라서 부착강성이 결정된다. 

스터드 간격이 좁을수록 완 부착 상태에 가까운 합성거동을 

하게 되어 우수한 구조  성능을 기 할 수 있으나, 스터드 

개수가 증가함에 따라 패  자체의 무게가 증가하고 콘크리트 

타설 시에 굵은 골재의 크기보다 스터드 간격이 좁으면 제작에 

어려움이 발생하므로 경제성이나 시공성에 있어 이 을 잃게 

된다. 따라서 설계 시 구조  목표성능을 만족하되 스터드 

간격은 최 한 넓히는 것이 효율 이다.

본 연구는 강  콘크리트 구조에서 효율 인 스터드 배치를 

하여 스터드 간격에 따른 유한요소 좌굴 해석을 수행하 다. 

강  콘크리트 구조 설계 지침  선행연구(Zhang et al., 

2014)에 따르면 스터드 간격은 강 이 항복되기 에 국부

좌굴이 발생하는 기 이 된다. 따라서 단일 강 의 선형 좌굴

해석을 통하여 좌굴 형상  스터드 간격이 좌굴에 미치는 

향을 확인하고, 강  콘크리트 부재 해석을 통해 해석 인 

최  설계안과 설계 지침에 따른 값을 비교하 다. 

2. 본    론

이 장에서는 강  콘크리트의 스터드 간격 련 설계 지침을 

소개한 후, 유한요소 해석을 통해 구한 최  스터드 간격 배치

와 비교하 다.

2.1 강  콘크리트 스터드 배치 련 기  

국내 기술기 인 KEPIC-SNG(2010)에서 단 스터드 

간격 련 기 은 간격이 스터드 지름의 4배 이상이 되도록 

하는 항목만 있으며, 이는 AASHTO(1996)에서도 동일하다. 

AISC(2008)는 스터드의 최소 간격은 스터드 지름의 4배, 

최  간격은 지름의 32배로 제한하고 있으며, EUROCODE 

(2004)는 최소 간격은 단방향일 경우 지름의 5배 이상, 단 

수직방향으로는 지름의 4배 이상이며 최  간격은 800mm 

혹은 슬래  두께의 6배 이하로 정하고 있다. 와 같이 일반

인 합성 구조의 단 스터드에 한 설계 기 에서는 최  

간격을 크게 제한하고 있지 않다.

반면 강  콘크리트 구조의 용을 한 설계 지침인 DNV 

INCA Guidance(2010)에서는 스터드 간격을 제한하는 기

이 보다 구체 으로 명시되어 있다. 

 ≤ × ×  (1)

 ≤ ×  × (2)

여기서, 는 스터드의 최  간격, 는 콘크리트의 두께, 는 

강 의 두께, 는 강 의 항복강도이다.

첫 번째 기 은 단 균열이 콘크리트 두께를 통하여 진행

되는 것을 방지하기 한 기 으로 식 (1)를 만족하여야 한다. 

두 번째 기 은 강 의 국부좌굴 발생을 방지하기 한 기 으로 

식 (2)를 만족하여야 한다. 단 균열과 련한 첫 번째 기 은 

강  콘크리트 구조가 주로 사용되는 200mm 이상에서 좌굴 

련한 두 번째 기 에 비하여 넓은 간격을 허용하고, 상하의 

강 에 부착된 스터드가 엇갈려서 등간격으로 치할 경우 

스터드 간격을 보다 넓게 설정할 수 있다. 반면, 국부좌굴과 

련된 두번째 기 은 강 의 단면이 항복하기 이 에 국부좌

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기 이며(Faella et al., 2000) 

다른 기 과 비교하여 보수 으로 스터드 간격을 제한하고 있다. 

2.2 단일 강 의 탄성 좌굴 해석

강  콘크리트 구조에 사용하는 강 의 두께는 6.3mm에서 

38mm까지 다양하게 설계된다(Cho et al., 2014). 두꺼운 

강 은 주로 원  구조물에서 방사선 차폐 등의 용도로 사용되

는데, 식 (2)에 따라 국부좌굴 상이 문제가 되는 것은 얇은 

강 이므로 강  두께 6mm와 8mm에 해서 좌굴 해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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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imply supported 

condition

(b) pin-support condition

Fig. 3 Single plates with boundary condition

(a) simply supported 

condition

(b) pin-support condition

Fig. 4 Buckling shape of single plates

Boundary condition
Thickness,

(mm)

Maximum edge 

length, B(mm)

Simply supported 6 169.5

SImply supported 8 226

Pin-supported 6 103.6

Pin-supported 8 138.2

Table 1 Maximum edge length of single plate avoid 

buckling
수행하 다. 

먼 , SCP 구조에서 좌굴의 상이 되는 강 의 국부좌굴 

형상을 확인하고 좌굴 이론과의 비교를 통한 검증을 하여 단일 

강 에 한 탄성 좌굴 해석을 수행하 다. 해석은 ABAQUS 

6.13 로그램의 linear perturbation; Buckle 모드를 이용

하 다. 강재의 탄성계수와 항복강도는 각각 210GPa, 460 

MPa을 사용하 다. 해석모델은 단일 강 을 쉘요소로 사용하

으며, 강 의 네 변을 단순지지 상태로 정의하 을 때와 네 

꼭지 에 스터드가 치한 것으로 가정하여 정의하 을 때를 

비교하 다(Fig. 3). 2축 응력 상태에서 강 의 한 변의 길이를 

변수로 하여 정사각형 강 의 항복 강도와 좌굴이 발생하는 

응력의 크기가 같아지는 변의 길이를 구하 다. 따라서 강 의 

크기가 구한 값보다 클 경우에는 강재가 항복하기 이 에 좌굴이 

먼  발생한다.

해석 시 좌굴이 발생하는 방향에 해서 변  분포를 나타

내면 Fig. 4와 같다. 네 변이 단순지지된 경우에는 강 의 

앙에서 좌굴이 발생하는 반면, 꼭지 에만 경계조건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자리인 각 변의 앙에서 좌굴이 발생한다. 경계

조건과 강 의 두께에 따른 결과를 Table 1에 정리하 다. 

 







×



(3)

 ≤ 


×



(4)

강 의 두께가 얇을수록 좌굴이 발생하지 않는 최  강  

크기가 감소하며 이는 이론  배경  설계지침과 일치한다. 

단순지지 조건 하의 이축응력 상태 좌굴 이론은 식 (3)과 

같으며(Timoshenko and Gere, 1961), 이를 정사각형 의 

한 변의 길이인 에 하여 치환하고, 좌굴응력을 강재의 항복

강도로 설정하여 다시 정리하면 식 (4)와 같다. 식 (4)에 따라 

각각 두께 6mm와 8mm인 정사각형 강 의 좌굴을 방지하는 

최  한 변의 길이를 계산하면 각각 171.8mm, 229.1mm

이므로 해석 결과가 이론 인 배경과 유사한 결과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네 변이 구속되지않고 스터드 치에 

해서만 구속될 경우에 좌굴에 더 취약하 다. 

하나의 강 에 해서는 이론 으로도 비교  쉽게 구할 수 

있으나 하나 이상의 강 이 연속 으로 연결되어 스터드가 다수 

배치될 경우에는 좌굴 형상  스터드 배치에 의한 향을 쉽게 

측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다수의 스터드가 존재하는 경우 

국부좌굴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기 하여 Fig. 5와 같이 가로, 

세로 방향으로 5개씩 강 이 연속된 경우에 하여 추가 인 

해석을 수행하 다. 강  콘크리트 제작 시에 거푸집으로 사용

되는 강 은 채  등을 사용하여 구속되므로 가장 외곽의 모서

리를 따라 변 를 구속하고, 등간격으로 Fig. 5의 교차 에 

스터드 효과 모사를 해 변 를 구속하 다.

(a) multiple plates (b) buckling shape of 

multiple plates

Fig. 5 Multiple plates(5 by 5)

Thickness, (mm) Maximum edge length, B(mm)

6 222

8 168

Table 2 Maximum edge length of multiple plates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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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Stress-strain curve of steel

SCP name

total 

thickness, 

(mm)

concrete 

thickness, 

(mm)

steel 

thickness, 

(mm)

SCP200 200 188 6

SCP250 250 234 8

Table 3 Dimension of SCP 

Fig. 7 Dimension and modeling of SCP

강 의 두께에 따라 단일 강 과 유사한 경향성을 보 으며, 

그 결과는 Table 2에 나타내었다. 이상 강  하나의 경우에 

국부좌굴이 발생하지 않는 최  변의 길이를 구하 으나, SCP 

구조에서는 콘크리트 부재의 향 등으로 인하여 보다 복잡한 

거동이 상되므로 상세한 모델링  소성해석을 수행하 다.

2.3 SCP 부재 소성 좌굴 해석

실제 강  콘크리트 구조에서 콘크리트  합성 거동이 국부

좌굴에 미치는 향을 확인하기 하여 SCP 구조 상세 모델링 

 부재 해석을 수행하 다. 해석 상 패 은 선행연구(Shin 

and Hwang, 2015)를 참고하여 크기  두께를 설정하 는

데 좌굴 거동은 스터드의 간격과 강 의 두께에 의한 향이 

지배 이므로 가로, 세로 3m 크기의 SCP 패 에 하여 해석

을 수행하 다. Table 3에 정리된 바와 같이 각각 강 과 콘크

리트가 6mm, 188mm인 SCP200과 8mm, 234mm인 

SCP250을 ABAQUS 6.13의 arc length method를 이용

하여 2축응력 좌굴해석을 수행하 다. 콘크리트의 소성 거동은 

강 의 좌굴해석에 큰 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탄성거동을 

가정하 으며, 콘크리트의 탄성계수와 푸와송비는 각각 37,000 

MPa, 0.18을 사용하 다. 강 은 소성 거동을 기반으로 

bi-linear 응력-변형률 곡선을 정의하 으며 탄성계수는 

210,000MPa, 항복강도 460MPa, 극한강도 670MPa, 푸아

송비는 0.29을 사용하 다.

해석 모델은 해석  효율성을 하여 구조  칭성을 고려

하여 Fig. 7의 ⓒ-ⓒ 역과 같이 체 모델의 1/8부분에 

하여 유한요소 모델을 구성하 다. SCP 구조에 용 되는 

channel의 효과를 고려하여 강  외곽의 z축 변 는 고정

하 고, 스터드가 콘크리트에 매입되어 있는 상태를 모사하기 

하여 embedded 조건을 사용하 다. 강 과 스터드는 용

하여 완  합(perfectly bond) 상태이므로 경계면에서 tie 

조건을 정의하 으며, 강 의 국부좌굴에 직 으로 향을 

미치지 않는 맞은편에 용 된 스터드는 생략하 다.

(a) stud (b) steel plate (c) concrete slab

Fig. 8 Finite elment mesh of SCP components

ABAQUS 소성 해석 시 강 의 항복 조건은 폰 미세스 항복

조건(von Mises yield criterion)을 기 으로 항복을 측하게 

되며 폰 미세스 응력() 산정식은 식 (5)과 같다.

     (5)

해석 결과 강 의   국부좌굴 방향(축) 변 가 가장 

크게 발생하여 국부좌굴이 발생하는 지 인 Fig. 9의  Ⓐ에 

해서 응력-변  계를 그래 로 나타내면 Fig. 9(b), 

10(b)와 같다. 강 에 좌굴이 발생하기 에 항복하면 Fig. 

9(b)와 같이 선형 계 이후 항복이 발생하는 반면, 응력이 

항복강도에 이르기 에 국부좌굴이 발생하면 Fig. 10(b)와 

같이 축 변 가 비선형 으로 증가하는 분기 (bifurcation 

point)이 나타나며 분기 의 응력이 좌굴하 이 된다. 따라서 

 Ⓐ에 해서 응력증가에 따른 변  그래 를 확인하면, 

각 스터드 배치에서 국부좌굴 발생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스터드 간격을 변수로 하여 항복강도에 도달하기 이 에 국부

좌굴이 발생하는지 여부와 그 때의 좌굴하 을 나타내면 Fig. 

11, Fig. 1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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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displacement distribution (b) stress-displacement curve

Fig. 9 SCP 200 with 150mm stud spacing

(a) displacement distribution (b) stress-displacement curve

Fig. 10 SCP 200 with 180mm stud spacing

Fig. 11 Buckling stress and stud spacing/slenderness 

ratio relation of SCP200

Fig. 12 Buckling stress and stud spacing/slenderness 

ratio relation of SCP250

해석 결과 스터드가 등간격으로 배치되었을 때 국부좌굴은 

2축 하  재하지 에서 가장 가까운 외곽 스터드들 사이에서 

발생하 으며, 스터드 간격에 따른 국부좌굴 발생 여부와 좌굴

하 은 Fig. 11, Fig. 12에서 확인할 수 있다. 스터드는 강 에 

핀 지 (pin support)과 같은 역할을 하므로 4개의 스터드에 

둘러싸인 강 을 독립 으로 고려할 경우의 세장비(l/)를 함께 

표시하 다. 이 때, l은 강  한 변의 길이, 은 최소 회  반경

( ), I는 단면 2차 모멘트이다. SCP 200와 SCP 250

에서 스터드 간격이 각각 150mm, 220mm 이하일 때 강 이 

항복할 때까지 국부좌굴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그 이상의 구간

에서는 스터드 간격이 증가할수록 차 낮은 응력에서 국부

좌굴이 발생하 다. 

해석결과와 DNV INCA Guidance에서 제시한 국부좌굴 

상을 방지하기 한 최  스터드 간격을 비교하면 Table 4와 

같다. 안 율을 고려하더라도 설계 지침에 따른 스터드 배치 

설계가 다소 보수 일 수 있음을 해석 으로 확인하 다. SCP 

구조의 경제성  효율성을 하여 설계 지침이 다소 보수 인 

경우에는 스터드의 상세 배치 형상을 고려하여 다른 설계기 을 

차용하거나, 해석 인 연구를 토 로 스터드의 최  간격을 

탄력 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 다.

DNV INCA guidance FE analysis

SCP 200 94.35 150

SCP 250 125.80 220

Table 4 Maximum stud spacing of SCP 200 and SCP 250

3.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강  콘크리트 구조의 단 스터드 배치 간격 

 강  두께가 국부좌굴 거동에 미치는 향을 악하 다. 

이를 하여 강   SCP 구조 부재 해석을 통해서 강재의 

항복강도와 국부좌굴이 발생하는 응력이 동일해지도록 하는 

최  스터드 배치 간격을 해석 으로 산정하 으며, 강  콘크

리트 설계지침인 DNV INCA Guidance에서 제시하는 값과 

비교하 고 다음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었다.

(1) 단일 강   강  콘크리트 구조에서 유한요소 해석

으로 산정한 좌굴하 은 강 의 두께가 얇을수록, 강  

외곽에서 경계조건으로 변 가 구속된 면 이 을수

록 좌굴에 취약하 으므로 설계 지침  이론  배경과 

일치하는 경향성을 가짐을 확인하 다. 

(2) 강  콘크리트 구조의 해석 결과 얻은 강재의 항복 이

에 국부좌굴이 발생하지 않는 최  스터드 간격과 

DNV INCA Guidance 설계 지침에서 국부좌굴 방지

를 한 최  스터드 간격을 비교하 을 때 차이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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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본 논문에서는 국부좌굴 상을 고려하여 강  콘크리트 패 (SCP)의 유한요소 해석을 수행하고 설계지침과 비교하여 

단 스터드의 효율 인 스터드 배치 간격을 연구하 다. 강  콘크리트 구조의 설계  기술기 은 단 균열의 개와 국부

좌굴 상을 방지하기 하여 스터드의 최  간격을 제한하고 있으나 이는 기존 강재-콘크리트 합성 구조의 설계기 을 토

로 산정되었다. 이에 유한요소 해석 로그램을 이용한 강   SCP의 국부좌굴 부재 해석을 통하여 스터드 최  배치 간

격을 구하고 설계지침에서 제시한 값과 비교하 다. 먼 , 단일 강 에 하여 국부좌굴 해석을 수행하여 좌굴 이론과 비

교 검증하 고, 연속 인 스터드 배치에 따른 향을 확인하기 하여 다수의 강 이 연결된 경우에 하여 해석을 수행하

다. 한 강  콘크리트 구조에서 콘크리트의 향  합성 거동에 따른 향을 확인하기 하여 강  콘크리트 구조를 모

델링하고, 국부좌굴이 발생하지 않는 스터드 배치 최  간격을 구하여 설계지침과 비교하 다.

핵심용어 : 강  콘크리트 구조, 합성 패 , 단 연결재, 스터드 배치 설계, 국부좌굴 해석

었다. 해석 으로 얻은 값이 설계 지침에 제시된 값에 

비하여 두 개의 해석 결과 모두 150% 이상으로 나타

남을 확인하 다.

(3) 재 합성구조와 련된 설계기 에서 스터드의 간격에 

한 기 이 간략하거나 생략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강  콘크리트 설계지침 등에서는 기존 합성구조의 이

론  배경을 토 로 산정된 기 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가 

부분이다. 스터드의 형상  배치에 따라서 구조  

성능에 크게 향을 받는 강  콘크리트 구조의 특성 상 

추가 인 실험  해석  연구를 통하여 기존의 기타 

강재-콘크리트 합성구조 설계기 과 구별되는 강  

콘크리트 구조의 특성을 고려한 설계기 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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