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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배경 

근대에 들어 도심지의 인구집중현상으로 공동주택 및 오피스 

형태의 건축물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건축공사에서는 건축물을 빠르게 지을 수 있는 공장생산 및 건식

공법 적용이 증가하고 있다. 대표적인 공장생산 및 건식공법 

부재로는 데크플레이트가 있으며, 데크플레이트는 크게 합성 

슬래브용과 거푸집용으로 구분되는데, 강판 두께가 얇고 상대

적으로 저렴한 철근을 사용하는 거푸집용 데크플레이트인 트러스 

데크플레이트가 대세를 이루고 있다. 트러스 데크플레이트는 

슬래브 시공 시 현장 시공 최소화 및 거푸집 공사비 절감 등의 장점이 

있어 많은 현장에 적용되고 있다(Woo et al., 2008; Lee, 2010; Kim 

et al., 2011; Lee et al., 2014; Kang and Kim, 2015).

트러스 데크플레이트는 일반적인 강구조 부재와 마찬가지

로 공장자동화 생산과정에 의해 제조된다. 트러스 데크플레이

트는 크게 트러스 거더와 바닥판 데크플레이트의 두 부분으로 

구성된다. 트러스 데크플레이트의 구조적 성능을 담당하는 트

러스 거더는 상현재와 하현재, 래티스로 이루어져 있다. 각 부

재는 코일에 감겨있는 선재를 기계 장비를 이용하여 가공하고 

점용접을 통해 일체화시킨다(Lee and Yoon, 2012). 이 때 상현

재 및 하현재의 직경이 커지면 코일에 감겨있는 선재의 가공에 

들어가는 비용이 커지게 되어 상현재 및 하현재의 최대 직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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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we propose a new truss deckplate system, which does not require temporary floor supports during construction, with 

ultra-high-performance concrete (UHPC) infilled top bars. The increased stiffness and strength of the proposed system were well retained as 

compared to those of the existing truss deckplate systems, thereby resulting in the reduction of maximum deflection at the span center. 

Four-point bending tests were performed on five specimens with a net span of 4.6 m to evaluate the structural performance of proposed system 

in the construction stage. In addition, the load-deflection curve was plotted for each specimen, and the effects of test parameters were analyzed. 

Further, a rigorous nonlinear three-dimensional finite element analysis was performed, and its results were compared with the test results. 

From the results, it was observed that the test specimens of the proposed system exhibited superior performance as compared to those of the 

existing one and also satisfied the serviceability requirement during construction provided by the Korea Building Code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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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이 생긴다. 이에 따라 트러스 데크플레이트 구조시스템으

로 구현할 수 있는 최대 휨 강성 및 강도 또한 제한되어 일반적

으로 최대 4m 내외의 비교적 작은 스팬에 대해서만 시스템의 

적용이 가능하다. 근래에 들어 건설기술의 발전에 따라 평면

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장스팬으로 이루어진 구조 시스템을 

주로 채택하므로 최대 스팬의 제한은 큰 단점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트러스 데크플레이트 구조

시스템의 단점을 보완하고자 Fig. 1(a)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트러스 데크플레이트 시스템을 제안한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새로운 시스템의 상현재 내부에 충전될 수 있는 재료로서 UHPC 

(ultra-high performance concrete)를 적용했다. UHPC는 고강

도일 뿐만 아니라 강성 또한 높은 재료이다. 따라서 시공단계

에서 구조물의 휨 강성에 의해 처짐이 결정되는 트러스 데크플

레이트 시스템에 적용하고자 한다. 

UHPC로 충전된 상현재의 적용을 통한 기대효과로는 구조

물의 휨 강성 및 강도 증가로 인한 트러스 데크플레이트의 최

대 스팬 증가와 상현재의 좌굴성능 증대가 있다. 

2. 실험 계획 및 방법

본 장에서는 기존 및 제안된 트러스 데크플레이트 시스템의 

휨 성능 평가를 위해 제작된 실험체들에 대한 기본적인 형상 

및 세팅과 실험방법 그리고 재료강도를 정리하였다.

2.1 실험체 계획 및 재료별 항복강도

총 5개의 실험체를 제작하였으며, 기존의 트러스 데크플레

이트 실험체가 기준 실험체이며, 각 실험체는 Fig. 2의 실험체 

표기법에 의해 Table 1에 정리하였다. 기존의 트러스 데크플레

이트가 1개, 제안된 상현재를 활용한 트러스 데크플레이트가 

4개이다. 제안된 상현재를 활용한 실험체의 형상은 Fig. 1(a)에 

나타낸 것과 같으며, 각 실험체의 순 스팬 길이(4600mm)와 높

이(170mm), 폭(600mm), 바닥판 데크플레이트 두께(0.5mm)는 

동일하다. 또한 트러스 거더에서 상현재를 제외한 하현재(D13) 

및 래티스(D6)의 직경도 동일하다. 실험체들은 시공단계에서

(a) Main components of the truss deckplate

(b) Loading range and measuring position

Fig. 1  Truss deckplate shape and test set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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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성능을 실험하기 위한 것으로 콘크리트를 타설하지 않았다. 

실험체의 변수로는 상현재의 종류와 UHPC 충전량이 있다. 실

험체의 가력부에는 국부적인 파괴를 막기 위해 Fig. 1(b)에 나

타낸 것과 같은 가력부를 형성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상현재 종류 및 충전재 유무에 따른 실험체의 트러스 거더

의 단면 형상은 Fig. 3과 같다. Fig. 3을 통해 모든 실험체의 높

이가 동일하며, 상현재의 종류만이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제안된 상현재를 활용한 실험체들 중 UHPC 충전 실험체의 경

우 상현재와의 일체화를 위해 상현재 내부에 Fig. 1(a)에 나타

낸 것과 같이 격판을 설치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재료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로 강재와 UHPC

가 있다. 상현재 종류에 따른 항복강도는 기존의 트러스 데크

플레이트의 상현재(D13)가 525MPa, 제안된 트러스 데크플레

이트의 상현재(C형강)가 320MPa이다. 하현재와 래티스의 경

우 각각 525MPa, 500MPa로 동일하다. 그리고 제안된 상현재

의 충전재인 UHPC의 배합비는 Table 2에 정리하였으며, 재료

실험을 통해 나온 UHPC의 압축에 대한 응력-변형률 곡선은 

Fig. 4와 같다.

2.2 실험체 가력 및 계측

기존의 트러스 데크플레이트 시스템 및 제안된 트러스 데크

플레이트 시스템의 구조적 성능 평가를 위해 4점 휨 실험을 진

행하였다. Fig. 1(b)는 실험체의 세팅을 나타낸 것이며, 실험체

의 양단부를 롤러로 지지한 상태에서 점진적으로 하중을 증가

시키는 것으로 진행하였다. 스팬 중앙부의 단면 중앙에서 변

위를 측정하였고 하중은 스팬의 중앙에서 양단부로 700mm씩 

떨어진 위치에 가력이 되도록 하였으며, 그 범위를 Fig. 1(b)에 

나타내었다. 

3. 실험 결과 및 분석

본장에서는 실험 결과들을 통해 도출한 하중-변위 그래프

를 비교하였다. 또한 그래프들을 통해 도출된 초기 강성 및 처

짐을 비교 · 분석하였다. 

3.1 상현재 종류에 따른 비교

기존의 트러스 데크플레이트와 충전재가 없는 제안된 상현

재를 활용한 트러스 데크플레이트의 하중-처짐 그래프를 Fig. 5

에 나타내었다. 그래프를 통해 제안된 상현재를 활용한 실험

Fig. 2  Specimen identification

Fig. 3  Cross-section of the truss girder of the test specimen

Table 1  Test specimen list

Specimen Type of top bar Infilled type Percentage of infilled

D13-X D13 rebar N/A N/A

CX-F0

C-shaped steel 

(60x30x10x2)

X 0%

CU-F20

UHPC

20%

CU-F40 40%

CU-F100 100%

Table 2  Mix proportion of UHPC(wt.% of cement)

W/C 0.23 Cement 1

Silica fume 0.25 Silica sand 1.1

Crushed quartz 0.35
Super-plasticizer 0.04

Steel fiber 2(%)

Fig. 4  Stress-strain curve of the UHPC

Fig. 5  Load-deflection graph of D13-X and CX-F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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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의 항복하중 및 실험체 강성이 기존의 트러스 데크플레이트

보다 크게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두 실험체 모두 Fig. 6(a)와 

Fig. 6(b)에 나타낸 것과 같이 스팬 중앙부 상현재의 좌굴에 의

해 항복되었다. 따라서 제안된 실험체의 항복 하중이 증가한 

것을 통해 상현재의 좌굴 성능 또한 증대된 것을 알 수 있다. 

(a) R13-X (b) CX-F0

(c) CU-F40 (d) CU-F100 

Fig. 6  Failure mode of specimen

이를 보다 정확하게 비교하기 위해 각 실험체의 항복하중및 

초기 강성과 기준 실험체 대비 제안된 상현재의 실험체의 상대

비를 Table 3에 나타내었다. Table 3를 통해 항복하중과 초기 

강성 모두 제안된 상현재의 실험체가 2배 이상인 것을 알 수 있

다. 따라서 제안된 상현재가 기존의 상현재 보다 구조물의 초

기 강성 및 항복하중 증대에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Table 3  Maximum load and initial stiffness of specimen

Specimen D13-X CX-F0 Relative ratio

Yield load(kN) 16.35 36.12 2.21

Initial stiffness(kN/mm) 0.319 0.641 2.01

3.2 UHPC 충전량에 따른 비교

충전재인 UHPC를 스팬의 중앙부 부분에만 충전시켜도 실

험체의 강성 및 강도 증대에 효과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제

안된 상현재(C형강)의 내부에 UHPC의 충전량을 0%, 20%, 

40%, 100%로 다르게 설정하였고 이들의 실험 결과를 바탕으

로 하중-처짐 그래프를 비교하여 Fig. 7에 나타내었다. 실험체

들의 하중-처짐 그래프를 통해 충전량이 증가함에 따라 실험

체의 항복 하중 및 초기 강성이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하중-처짐 그래프를 통해 구조물의 항복유형을 알 

수 있다. 충전량 100% 실험체(CU-F100)는 Fig. 6(d)와 같이 래

티스 좌굴에 의해 항복되었고 나머지 실험체들 모두 상현재의 

좌굴에 의해 항복되었다. Fig. 7의 하중-처짐 그래프를 보면 충

전량 100%(CU-F100)의 경우 처짐의 변화 없이 급작스럽게 하

중이 감소하는 반면, 나머지 실험체들에서는 충전량이 적어질

수록 항복하중 이후 하중이 완만하게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상현재의 좌굴성능은 충전량 20%에서는 크게 효과가 없

지만 충전량 40%부터는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된다. 

Fig.6(c)를 보면 UHPC의 충전이 끝나는 부분에서 좌굴이 발생

한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를 통해 UHPC가 충전된 스팬 중앙부

는 UHPC 충전이 없는 실험체보다 좌굴 성능이 증대된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상현재의 압축좌굴 성능이 충전재가 없는 경

우보다 있는 경우에서 증대된 것을 알 수 있다.

Fig. 7  Load-deflection graph of proposed specimens

수치적인 분석을 위해 하중-처짐 그래프를 기준으로 각 실

험체들의 항복하중 및 초기 강성과 UHPC 충전재가 없는 실험

체(CX-F0)를 기준으로 한 실험체들의 상대비를 Table 4에 나

타내었다. Table 4를 통해 충전량 20%(CU-F20)의 경우 상대비

가 0.94로 충전재의 효과가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충전

량 40%(CU-F40)와 100%(CU-F100) 실험체들의 경우 초기 강

성의 상대비는 각각 1.17, 1.34이고 항복하중의 상대비는 각각 

1.17, 1.76으로 충전재에 의한 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Table 4  Maximum load and initial stiffness of specimen

Specimen
Yield load

(kN)

Relative 

ratio

Initial stiffness 

(kN/mm)

Relative 

ratio

CX-F0 36.12 1.00 0.641 1.00

CU-F20 33.85 0.94 0.601 0.94

CU-F40 42.33 1.17 0.753 1.17

CU-F100 63.42 1.76 0.861 1.34

충전량 100%(CU-F100) 실험체의 경우 다른 실험체들과는 

다르게 항복하중의 상대비가 초기 강성의 상대비보다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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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충전량 20%(CU-F20)와 40%(CU-F40) 실험체들의 경우 

상현재가 항복하는 시점까지 재료의 탄성영역에서 거동을 하

지만, 충전량 100%(CU-F100) 실험체의 경우 충전재의 상현재 

좌굴 보강 효과로 인해 구조물이 재료의 비탄성 영역까지 거동

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위와 같은 결과들을 토대로 UHPC 충전량이 증가할수록 구

조물의 구조적 성능이 증가하며, 상현재의 좌굴성능 증대에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3.3 시공단계 하중에서의 처짐 비교

실험체들의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시공단계 하중에서의 실험

체들의 처짐을 건축구조기준 및 강구조설계기준(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 2016; Korea Society of Steel Construction, 2019)

에 명시된 최대 허용 처짐과 비교하였다. 건축구조기준에 따른 

구조물의 최대 허용 처짐은 순 스팬의 1/180로, 25.6mm이다. 

허용 처짐과의 비교에 앞서 기준이 되는 시공단계 하중은 

강재 하중, 콘크리트 하중, 시공 중 작업 하중으로 구성된다. 강

재 하중의 경우 트러스 데크플레이트의 자중이고 콘크리트 하

중은 타설된 콘크리트의 경화되지 않았을 때의 콘크리트 자중

이다. 시공단계에서 트러스 데크플레이트에 작용하는 총 하중 

Pc는 아래 식 (1)로 표현 할 수 있다. 






  








  





(1)

여기서, Uw는 시공작업하중의 단위 중량, Us는 강재의 단위 

중량, Uc는 콘크리트의 단위 중량이다. l은 콘크리트 부분의 폭

을 의미하여, At, Ad, Ac는 각각 트러스 거더, 데크플레이트 그리

고 콘크리트의 단면적을 의미한다. 수식에 포함된 구성요소들

의 단면도를 Fig. 8에 나타내었다. 본 연구에서의 트러스 데크

플레이트에 작용하는 시공단계에서의 하중은 4.317kN/m로 

실험하중으로는 19.86kN에 해당한다.

Fig. 8  Cross-section of the truss deck plate with concrete

제안된 데크플레이트 시스템의 최대 허용 처짐 검토를 위해 

분포하중이 작용할 경우의 처짐을 구해야 하나 4점 휨 실험결

과로부터 이를 직접적으로 얻을 수 없다. 대신 실험결과로부

터 하중 및 처짐값을 얻을 수 있으므로 이로부터 구조물의 휨 

강성(EI)을 식 (2)를 통해 구한다. 도출된 휨 강성을 이용해 분

포하중 작용 시의 처짐(δw)을 식 (3)을 통해 구할 수 있다. 식에

서 P는 실험 하중, δt는 실험 하중 작용 시 처짐, a는 가력 지점 

사이 간격, L은 실험체의 순 스팬길이를 의미한다.





 






 

  (2)












(3)

기준 실험체(D13-X)의 경우 시공단계 하중에 도달하지 못

하였기 때문에 항복 하중인 16.35kN을 기준으로 값을 계산하

였다. 위의 식들을 통해 구한 시공단계 하중에서의 실험체별 

휨 강성(EI), 시공단계 하중에서의 처짐, 최대 허용 처짐 대비 

시공단계 하중에서의 처짐의 상대비를 Table 5에 나타내었다.

Table 5를 통해 휨 강성의 경우 기준 실험체(D13-X) 대비 제

안된 실험체들이 약 2배로 휨 강성이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제안된 실험체들의 처짐이 감소하였으며, 기준 실

험체(D13-X)를 제외한 제안된 실험체들 모두 최대 허용 처짐

을 만족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제안된 상현재를 활용한 

데크플레이트가 구조물의 시공단계 처짐을 제어하는데 있어 

효과적이라 판단된다.

Table 5  Distributed load deflection of specimens

Specimen Bending stiffness (kN-m2) Deflection (mm) Relative ratio

D13-X 598.4 42.1 1.64

CX-F0 1124.4 22.4 0.88

CU-F20 1089.6 23.1 0.90

CU-F40 1350.8 18.6 0.73

CU-F100 1550.1 16.2 0.63

4. 유한요소해석 모델

본 장에서는 실험결과와의 비교를 위해 수행된 3차원 유한

요소해석의 요소 종류, 해석모델 경계조건, 재료 모델에 대한 

정보를 정리하였다. 또한 유한요소해석 결과와 실험 결과의 

하중-처짐 그래프의 비교를 진행하였다. 

4.1 요소망 형상 및 경계조건

트러스 데크플레이트 실험체들의 구조성능평가를 위한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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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요소해석은 상용 프로그램인 ABAQUS/CAE(ABAQUS, 2018)

를 이용하여 수행되었다. 구조물의 모델링을 위해 솔리드 요

소(C3D20R), 빔 요소(B32), 쉘 요소(S8R)를 사용하였다. 데크

플레이트 바닥판은 쉘 요소로, 트러스 거더의 래티스 및 하현

재 부분은 빔 요소로, 트러스 거더의 상현재는 솔리드 요소로 

모델링을 진행하였다. 해석모델의 요소망 형상을 Fig. 9(a)에 

나타내었다.

바닥판 데크플레이트 두께, 트러스 거더의 치수 등 해석모

델은 앞서 2.1장에서 언급한 실험체의 치수를 기반으로 모델

링 되었다. 재료 및 부재별 항복강도의 경우 Table 2에 나타낸 

것과 동일하며, 강재의 비선형 재료거동을 위해 탄성-완전소

성(elastic-perfectly plastic) 거동을 가정하였다. 제안된 상현재

의 충전재인 UHPC는 Fig. 4에 나타낸 것과 같이 재료실험을 

통해 나온 응력-변형률을 적용하였다. 해석모델의 지점조건 

및 하중조건을 각각 Fig. 9(b)와 Fig. 9(c)에 나타내었다. 실험과 

동일하게 지점조건을 형성하기 위해 Fig. 9(b)와 같이 별도의 

지점부를 모델링하였으며 지점부의 최하단 부분의 X 및 Y축 

변위를 구속하였다. 하중의 경우 Fig. 1(b)에 나타낸 하중 구간

과 동일하게 바닥판 데크플레이트에 구간을 설정하여 등분포

하중을 Y축 방향으로 적용하였다.

4.2 실험결과와의 비교

유한요소해석을 통해 나온 결과를 실험 결과와 비교하기 위

해 하중-처짐 그래프를 실험체별로 비교하여 Fig. 9에 나타내

었다. Fig. 10을 통해 각 실험체의 초기 강성이 거의 유사하며, 

해석모델의 거동이 실제 실험의 거동과 유사한 것을 알 수 있

다. 다만 해석의 항복하는 하중인 실험의 항복 하중 보다 다소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해석의 경우 실험에서의 항복 유형

인 상현재와 래티스 부재의 좌굴을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

생한 것으로 추후에 추가적인 좌굴변수에 대한 고려를 하여 유

한요소해석을 수행하면 차이를 좁힐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수치적인 비교를 위해 실험과 해석 결과의 하중-처짐 그래

프를 통해 3.3장에서와 마찬가지로 시공단계 하중에서의 처짐

을 기준으로 각 실험체의 휨 강성을 도출하여 서로 비교하였

다. 실험체별 실험 및 해석의 휨 강성과 실험의 휨 강성 대비 해

석의 휨 강성의 상대비를 Table 6에 나타내었다. Table 6을 통

해 각 실험체의 실험과 해석의 휨 강성이 서로 비슷한 것을 알 

수 있다. 기존의 트러스 데크플레이트 실험체(D13-X)의 경우 

가장 차이가 크다. 이는 기준 실험체(D13-X)의 경우 제안된 실

험체들보다도 좌굴에 의한 변형이 큰데, 앞서 실험과 해석의 

항복하중의 차이에서와 마찬가지로 좌굴이 반영되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제안된 실험체들의 경우 상대비가 

평균 1.04로 실험과 해석이 거의 유사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실험과 마찬가지로 충전량이 증가함에 따라 해석의 휨 강성 또

한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유한요소해석 모델이 비교적 정확하게 실제 실험체

의 거동을 예측하며, 실험결과와 마찬가지로 충전량 증가에 

의한 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해석결과에서는 

실험결과와는 다르게 충전량 20%(CU-F20)의 실험체도 충전에 

(b) Boundary condition

(a) Mesh and shape of the model (c) Load condition

Fig. 9  Finite element analysis model of the truss deckplate



손홍준 ․ 김영호 ․김대진

한국전산구조공학회 논문집 제33권 제2호(2020.4) 143

의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해석이 실험과는 

다르게 C형강과 UHPC 충전재가 완전하게 붙어있는 것으로 

모델링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트러스 데크플레이트의 상현재를 새로운 형

태(C형강)의 제안된 상현재로 교체한 트러스 데크플레이트 시

스템의 구조 성능을 4점 휨 실험 및 3차원 유한요소해석을 통

해 평가하였다. 실험 변수로 상현재의 종류와 UHPC충전량이 

있으며, 5개의 실험체를 제작하였다. 실험 결과에 대한 실험체

별 하중-처짐 그래프를 토대로 변수에 따른 시스템의 구조성

능을 비교 ·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상현재 종류에 따른 비교 결과 기존의 트러스 데크플레

이트 실험체(D13-X)보다 제안된 상현재를 사용한 트러스 

데크플레이트 실험체(CX-F0)의 초기강성이 증가하였

으며, 상현재의 좌굴성능이 증대되면서 항복하중이 증

가하였다. 

2) 충전량 변화에 따른 비교 결과 UHPC 충전량이 증가함

에 따라 실험체의 초기강성이 증가하였으며, 상현재의 

좌굴성능 또한 점차적으로 증대되면서 항복하중이 증가

하였다.

3) 실험체들의 시공단계 하중에서의 처짐을 건축구조기준

에서 제시하는 최대 허용 처짐과 비교한 결과, 기존의 트

러스 데크플레이트 실험체는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였으

며, 제안된 상현재를 사용한 실험체들은 모두 기준을 만

족하였다.

4) 실험과 유한요소해석 결과를 비교한 결과, 유한요소해

석 모델의 거동이 실물 실험체의 거동과 유사하였다. 또

한 유한요소해석을 통한 초기강성 및 시공단계 하중에

서의 휨 강성이 실험값과 유사한 것으로 보아 해석모델

이 비교적 정확하게 실제 구조물의 거동을 예측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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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D13-X (b) CX-F0 (c) CU-F20

(d) CU-F40 (e) CU-F100

Fig. 10  Load-deflection graph of the test and FE-analysis results

Table 6  Bending stiffness of the test and FE-analysis

Specimen
Bending stiffness(kN-m2)

Relative ratio
Test FE-analysis

D13-X 598.4 718.9 1.20

CX-F0 1124.4 1083.6 0.96

CU-F20 1089.6 1239.6 1.14

CU-F40 1350.8 1419.0 1.05

CU-F100 1550.1 1586.4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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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본 논문에서는 시공단계에서 서포트가 필요 없는 UHPC 충전형 상현재를 활용한 트러스 데크플레이트 시스템을 제안하고자 한다. 

제안된 시스템은 기존의 시스템과 동일한 절대 층고를 유지하면서 증대된 강성과 강도를 보유하며 효과적으로 처짐을 제어한다. 제

안된 시스템 및 기존의 시스템의 구조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4.6m의 순 스팬을 갖는 5개의 실험체를 제작하였고 점진적으로 하중을 

증가시키며 4점 휨 실험을 수행하였다. 실험을 토대로 실험체별 하중-처짐 그래프를 도출하였고 변수에 따른 비교 및 분석을 진행하

였다. 그리고 실험을 기준으로 수행한 비선형 3차원 유한요소해석결과와의 비교를 진행하였다. 비교 및 분석 결과, 기존의 트러스 데

크플레이트를 제외한 모든 실험체들이 시공단계 하중에서 건축구조설계기준 및 강구조설계기준에서 제한하는 처짐 기준을 만족하

였으며, 실험과 유한요소해석의 결과가 서로 유사한 것을 확인하였다.

핵심용어 : 스틸 데크플레이트, 4점 휨실험, 시공단계, 상현재, UHP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