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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LRC 합성기둥의 압축강도에 한 실험 연구 

Experimental Study on the Compressive Strength of yLRC Composite Colum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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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이 연구에서는 y형강 과 L형강으로 기둥의 외부를 구성하고 내부에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완성하는 yLRC (Reinforced Concrete 

with y-shape steel sheets and L-shape steel angles) 합성기둥에 한 기 인 실험을 수행하 다. yLRC 합성기둥은 철골과 콘크리트의 

합성작용으로 단면성능이 우수하고, 거푸집 공사와 배근 공사를 생략할 수 있으므로 공기단축과 시공성 향상에도 상당한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상된다. L형강의 폭-두께비가 압축강도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기 해서 L형강의 폭-두께비를 실험변수로 하는 6개의 실험체 (축소실험체 3개 

 실 실험체 3개)를 제작하고, 이 실험체에 하여 심축하  실험을 수행하 다. 실험결과를 바탕으로 yLRC 합성기둥의 압축거동  압축강

도에 한 역학 인 특성을 분석하 다. 

ABSTRACT：An experimental study was performed on the yLRC composite column. Its external surface was manufactured with 

y-shape steel sheets and L-shape steel angles, and concrete was poured inside in the field. This composite column has 

improved the section capacity due to the composite action of steel and concrete, and provides good efficiency in reducing the 

terms of construction works because of its abridged formworks. The stub column specimens (three small and three large 

specimens) were tested through concentrical axial loading, and the effect of the width-to-thickness ratio of the steel angle on 

the column axial strength was examined. The axial strength and behavior of the composite columns were analyzed, and a 

formula for predicting the axial load capacity was proposed.

핵 심 용 어 : 합성기둥, 압축강도, y형강 , L형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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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합성기둥은 이를 구성하는 강재와 콘크리트의 재료 인 장

들을 효과 으로 이용하기 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조합

되어 건설 장에 용된다. 이러한 합성기둥은 재료들을 조합

방식에 따라 크게 세 가지의 형식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그

림 1(a, b, c)), 콘크리트 충 강  (Concrete Filled Tube, 

CFT) 기둥, 완  매입합성 (Fully Encased Composite, 

FEC) 기둥, 부분 매입합성 (Partially Encased Composite, 

PEC) 기둥 등과 같다 (Tremblay 등, 1998; Chicoine 등, 

2002) 이 에서 FEC 기둥은 철골철근콘크리트 (SRC) 기

둥으로, PEC 기둥은 철골콘크리트 (SC) 기둥으로 흔히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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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워진다. 6)

각종 형식의 합성기둥들은 원래 의도되었던 장 들과 함께 

제한성도 동시에 가지게 된다. 를 들어, CFT 기둥의 단면

크기는 표  강  (Standard Steel Tube)의 형상에 국한될 

것이며, 이보다 큰 단면의 기둥을 해서는 강 을 직  제작

해야 한다. 한, 원형 강 의 보-기둥 합부를 제작하기 

해서는 추가 인 제작공정이 필요하다. FEC 기둥의 시공에

는 장타설 콘크리트를 지지하기 한 거푸집 작업이 상당히 

많이 필요하며, 특히 보-기둥 합부의 시공에는 매우 복잡한 

작업을 필요로 한다. PEC 기둥은 강축의 휨강도에 비해서 

매우 약한 약축 휨강도를 가지므로, 모멘트 항골조에는 제

한 으로 용될 수 밖에 없다 (Elnashai 등, 1994; 오명호 

본 논문에 한 토의를 2010년 4월 30일까지 학회로 보내주시면 토의 회답을 

게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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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2005). 

이 연구에서는 y형강 과 L형강으로 기둥의 외부를 구성하

고 내부에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yLRC (Reinforced Concrete 

with y-shape steel sheets and L-shape steel angles) 

합성기둥 (그림 1(d))에 한 기 인 실험연구를 수행하

다. yLRC 합성기둥은 강재와 콘크리트의 합성작용으로 단면

성능이 우수하고, 거푸집 공사와 배근공사를 생략할 수 있으

므로 공기단축과 시공성 향상에 우수한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상된다.

그림 1. 합성기둥

yLRC 합성기둥의 실용화를 한 기 인 연구로서 L형강

의 폭-두께비를 실험변수로 하는 6개의 실험체 (축소 실험체 

3개  실  실험체 3개)를 제작하고, 이 실험체에 하여 

심 축하  실험을 수행하 다. 실험결과를 바탕으로 yLRC 

합성기둥의 압축강도  압축거동에 한 역학 인 특성을 분

석하 다.

2. yLRC 합성기둥

yLRC 합성기둥(그림 2)은 공장에서 y형 강 과 L형강으

로 기둥외부를 제작하고, 장에서 기둥내부에 콘크리트를 타

설하여 완성된다. 이 합성기둥에서 L형강은 일반 인 RC 기

둥의 철근에 해당되며, L형강에 용 되는 y형 강 은 L형강

의 체 인 좌굴을 억제하고 콘크리를 구속함으로서 RC 기

둥의 띠철근에 해당하는 역할을 한다. 그림에 나타내지 않았

으나, 실제 시공에서는 기둥단부의 추가 인 횡보강을 해서 

상단부와 하단부의 체 둘 가 강 으로 보강된다.

그림 3에서 나타낸 것과 같이 띠철근의 역할을 하는 y형강

의 재질은 용융 아연도  강 으로서 자체의 강성증가를 

해서 끝부분이 y자 형태로 성형가공되어 서로 겹쳐지며, L형

강에 용  (Spot Welding) 으로 부착된다. 

그림 2. yLRC 합성기둥 

그림 3. y형 강

3. 실험방법

3.1 실험체  실험변수

이 연구는 두 단계의 실험을 바탕으로 진행되었는데, 먼  

축소모델 3개에 한 실험을 수행하여 yLRC 합성기둥의 압

축강도  압축거동에 한 역학 인 특성을 분석하 다. 다

음 단계에서는 실제 구조물에 용이 가능한 크기의 실 모델 

3개에 한 실험을 수행하여 결과를 분석하고, 이 에 분석된 

내용들을 검증하 다.

그림 4은 축소실험체의 형상과 치수를 나타내며, 그림 4는 

실 실험체에 한 것이다. 축소실험체의 단면크기는 20㎝

×20㎝이며, 실 실험체의 단면크기는 50㎝×50㎝이다. 실험

변수는 L형강의 폭-두께비(b/t)로 설정하 으며, L형강의 국

부좌굴이 yLRC 합성기둥의 압축강도  압축거동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기 한 것이다.

축소실험체에서 L형강은 SS400 강재의 L-40×40×3 (b/t 

(c) PEC 기둥 (d) yLRC 기둥

(a) CFT 기둥 (b) FEC 기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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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3), L-50×50×4 (b/t = 12.5)  L-45×45×4 (b/t 

= 11.2) 이 용되었다. 실험체의 길이는 모두 100㎝로서, 

SSRC (1998)의 단주조건 (기둥의 길이는 단면 춤의 3～5

배  약축 단면 2차반경의 20배 이하)을 만족한다.

실 실험체에서 L형강은 SS400 강재의 L-90×90×7 (b/t 

= 12.9), L-130×130×12 (b/t = 10.85)  L-100×100 

×10 (b/t = 10.0)이 용되었다. 실험체의 길이는 모두 

300㎝로서, SSRC의 단주조건 의 하나 (단면 춤의 3～5

배) 를 약간 과하지만, 기둥의 상단부와 하단부 체둘 가 

강성이 큰 강 으로 보강되므로, 단주거동에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y형 강 의 재질은 용융 아연도  강  SGCD1이며, 두께

는 0.5㎜ (축소실험체) 와 1㎜ (실 실험체) 이다. 표 1에 6

개 실험체 체의 상세를 나타내었다.

그림 4. 축소실험체의 형상  치수

21MPa

그림 5. 실 실험체의 형상  치수

실험체 

기호

단면치수

(㎠)

길이

(㎝)

L형강 콘크리트 

압축강도

(MPa)크기
폭-두께비 

(b/t)

A-01 20×20 100 L-40×40×3 13.3 31.5

A-02 20×20 100 L-50×50×4 12.5 31.5

A-03 20×20 100 L-45×45×4 11.2 31.5

B-01 50×50 300 L-90×90×7 12.9 23.0

B-02 50×50 300 L-130×130×12 10.8 23.0

B-03 50×50 300 L-100×100×10 10.0 23.0

표 1. 실험체 일람표

3.2 가력  측정

만능시험기(UTM)를 이용하여 그림 5에서와 같이 심 압

축가력을 실시하 으며, 축방향 변형량을 측정하기 해서 기

둥의 4면에 변 계(LVDT)를 설치하 다. 스트 인 게이지

는 기둥 최상부에서 기둥길이의 1/4, 2/4  3/4 떨어진 지



김형근․김명한․조남규․김상섭․김상

548   한국강구조학회 논문집 제21권 5호(통권 102호) 2009년 10월

에 부착하 는데, 각 지 에서 L형강에 2개, y형강 에 1

개 (총 9개)를 부착하 다. 

그림 6. 실험체 가력  측정

가력은 변 제어 방식으로 0.01㎜/sec의 속도가 유지되도

록 하 으며, 축소실험은 최 하 에서 발생한 변 의 3배 이

상이 변형한 이후에 실험을 종료하 다. 실 실험에서는 최

하  이후의 격한 변 증가에 따른 험을 방지하기 해서 

최 하 의 50%가 감소한 시 에서 실험을 종료하 다.  

3.3 재료실험

콘크리트 설계기 강도는 27MPa (축소실험체)  21MPa 

(실 실험체) 이고, 배합비는 표 2와 같다. 콘크리트 공시체

의 재령28일 압축강도 실험결과는 평균값으로 31.5MPa (축

소실험체)  23.0MPa (실 실험체) 로 나타났다.

설계강도

(MPa)

W/C

(%)

S/A

(%)

단  골재량 (kg/㎥) 압축강도

(MPa)W C S G

27 46.0 40.5 177 385 736 1101 31.5

21 50.5 47.1 142 624 624 936 23.0

표 2. 콘크리트의 배합비  압축강도

L형강은 SS400 강재이며, 시편에 한 인장강도 실험결과

는 표 3과 같다.

L형강
항복강도

(MPa)

인장강도

(MPa)

탄성계수

(×103MPa)

연신율

(%)

L-40×40×3 324.5 436.7 183.7 36.4

L-50×50×4 324.0 430.5 186.5 39.3

L-45×45×4 366.8 490.3 182.5 34.4

L-90×90×7 330.4 468.5 188.3 27.6

L-130×130×12 312.4 433.8 217.7 30.4

L-100×100×10 315.0 445.0 188.8 29.6

표 3. L형강의 인장강도

y형강 의 재질은 용융 아연도  강  SGCD1이며, 인강

강도 시험결과는 표 4와 같다. 그러나 yLRC 합성기둥의 구

조 인 거동을 고려해 볼 때, y형강 의 인장강도는 큰 의미

가 없다. 띠철근의 역할을 하는 y형강 에서 실제 인 괴는 

L형강과의 용 부에서 발생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yLRC 합

성기둥에서 y형강 을 이용한 횡보강의 강도는 용 부에서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y형 강
항복강도

(MPa)

인장강도

(MPa)

탄성계수

(×103MPa)

연신율

(%)

0.5㎜ 172.7 318.7 179.1 45.4

1.0㎜ 175.6 320.3 180.2 43.9

표 4. y형 강 의 항복강도  인장강도

그림 7은 y형강 -L형강 용 부의 용 강도 실험방법을 나

타내며, y형강 의 두께별로 3개 시편에 한 실험결과의 평

균값은 표 5와 같다.

그림 7. y형강 -L형강 용 부 용 강도실험



yLRC 합성기둥의 압축강도에 한 실험 연구

한국강구조학회 논문집 제21권 5호(통권 102호) 2009년 10월 549

y형강  두께 용 강도 (kN)

0.5㎜ 6.53

1.0㎜ 13.1

표 5. y형강 -L형강 용 부 용 강도 실험결과

앞에서 나타낸 용 부 강도실험 결과에 근거하여 y형강 에 

의한 횡보강을 띠철근에 의한 횡보강으로 환산하면 다음과 같

다. 축소실험체의 경우에 직경 6㎜의 SD40 철근으로 환산하

며, 띠철근의 간격이 S(㎜)일 경우에 단 길이(1m)당 횡보

강 강도 Th는 식(1)과 같다.

  



×  × 







   (1)

두께 0.5㎜, 세로길이 100㎜의 y형강  (3개소 용 )에 

의한 단 길이(1m)당 횡보강 강도 Ty는 식(2)와 같으며, 실

험에 의한 용 강도의 80%를 용하 다.

  ×


× 

  

   (2)

식(1)과 (2)를 같다고 두면, y형강 에 의한 횡보강의 유

효간격 S는 242㎜로 환산된다. 이 값은 띠철근 직경의 48배

(288㎜) 이하로서 띠철근 간격에 한 최소규정을 만족한다. 

실 실험체의 경우에 직경 10㎜의 SD40 철근으로 환산하

면, y형강 에 의한 횡보강의 유효간격 S는 272㎜로 환산된

다. 이 값 역시 띠철근 간격에 한 최소규정을 만족한다.  

4. 실험 결과  분석

4.1 최 하   괴형상

표 6에는 각 실험체의 최 하 (Po)과 최 하 시의 변  

(uo)를 나타내었다. 축소실험체와 실 실험체의 부분이 매

우 유사한 괴양상을 나타내었다. 최 하 에 도달하기 이

에는 L형강의 국부좌굴이 찰되지 않았다. 최 하 에 도달

하는 시 에서 큰 열음과 함께 콘크리트의 압축 괴가 발생

하 으며, 이와 동시에 압축 괴가 발생한 것으로 측되는 

지 에서 L형강의 국부좌굴과 y형강 의 배부름이 찰되었

다. L형강과 y형강 의 변형이 진행되면서 하 이 감소하

으며, 상당한 크기의 변형이 발생한 이후에는 y형강 -L형강 

용 부에 괴가 발생하 다. 그림 7에는 실험체의 체 인 

괴형상을 나타내었고, 그림 8에는 용 부의 괴  L형강

의 국부좌굴을 나타내었다.

실험체

기호

L형강 최 하

Po

(kN)

최 하 시 

변  uo

(㎜)
크기

폭-두께비 

(b/t)

A-01 L-40×40×3 13.3 1330 2.35

A-02 L-50×50×4 12.5 1506 2.02

A-03 L-45×45×4 11.2 1589 2.42

B-01 L-90×90×7 12.9 6279 6.99

B-02 L-130×130×12 10.8 8347 7.50

B-03 L-100×100×10 10.0 7201 7.62

표 6. 최 하 (Po)과 최 하 시의 변 (uo)

(a) 축소실험체 (A-01, A-02, A-03)

(b) 실 실험체 (B-01)

그림 8. 실험체 괴형상

그림 9. 용 부의 괴  L형강의 국부좌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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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02 실험체의 경우에는 콘크리트 압축 괴 이후에 y형강

과 L형강의 변형이 크게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용 부의 

괴가 발생하 고, 동시에 격한 하 감을 나타내었다. 

이는 y형강 -L형강 용 부의 용 강도가 충분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단되며, 최 하  이후의 연성 인 거동을 

해서는 용 부의 용 강도 확보가 매우 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모든 실험체에서 콘크리트의 압축 괴  최 하 과 L형강

의 국부좌굴이 발생하는 시 이 거의 일치하 다. 따라서 

yLRC 합성기둥의 최  압축강도에 강재가 기여하는 부분은 

L형강의 면 과 함께 폭-두께비의 향을 받는 것으로 생각

할 수 있다. 실험결과 (표 6)에서 나타난 최 하 의 변화는 

L형강의 면 과 폭-두께비의 향이 동시에 작용한 결과이므

로, 이로부터 폭-두께비의 향을 직  분석할 수는 없다. 5

장에서 강재의 유효면 에 한 수치 인 분석을 통해서 압축

강도에 미치는 폭-두께비의 향을 고찰하 다. 

4.2 하 -변  계

그림 9은 가력하 과 축방향 변형율의 계를 나타낸다. 실

험체의 기강성은 체 단면 에 한 L형강의 면 비 (축

소실험체: A-01 < A-03 < A-02, 실 실험체: B-01 < 

B-03 < B-02)의 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든 실험

체에서 최 하 의 60～70%에서 기강성의 하가 시작되

었다. 

최 하 에서의 변형율(εo)은 실험체별로 0.00235 (A-01), 

0.00202 (A-02), 0.00242 (A-03), 0.00233 (B-01), 

0.00250 (B-02)  0.00254 (B-03)로 나타났다. 이러한 

변형율은 콘크리트 공시체의 최 하  변형율 (축소실험체: 

0.0020, 실 실험체: 0.0021)을 과하는 값이다. 이로부터 

y형강 -L형강에 의한 콘크리트 구속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 

다만, A-02 실험체는 앞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y형강 -L형

강의 용 부가 조기에 괴되어 콘크리트 구속효과가 충분히 

발휘되지 못하 으며, 최 하  이후에도 연성 인 거동을 하

지 못한 것으로 단된다.

yLRC 합성기둥에서 L형강의 국부좌굴이 늦게 발생하여 콘

크리트의 구속효과가 커질수록 효율 인 합성단면이 될 것이

다. 이러한 합성단면의 효율성은 최 하 에서의 변형율로 

단할 수 있으며, 이 값은 L형강의 폭-두께비와 한 계가 

있을 것으로 측할 수 있다. A-02를 제외한 축소실험체에서 

최 하  변형율 0.00235 (A-01, b/t＝13.3)와 0.00242 

(A-03, b/t＝11.2)를 통해서 이러한 계를 확인할 수 있으

며, 실 실험체에서도 최 하  변형율 0.00233 (B-01, b/t

＝12.9), 0.00250 (B-02, b/t＝10.8)  0.00254 

(B-03, b/t＝10.0)를 비교함으로서 최 하  변형율과 L형

강 폭-두께비의 반비례 계를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축

소시험체  실 실험체에 용한 L형강의 폭-두께비가 비교

 좁은 범 에 분포되어 있지만, 최 하  변형율과의 계

를 입증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되며, 그림 10

에 실험결과를 나타내었다.

(a) 축소실험체

(b) 실 실험체

그림 10. 하 -변  계

그림 11. 최 하  변형율과 L형강 폭-두께비의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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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소실험에서는 최 하  이후의 변형이 충분히 발생한 다

음에 실험을 종료하 으므로, 최 하  이후의 거동을 명확하

게 확인할 수 있었다. 실 실험에서는 최 하  이후의 격

한 변 증가에 따른 험을 방지하기 해서 최 하 의 

50%가 감소한 시 에서 실험을 종료하 으므로, 최 하  

이후의 거동을 확인하지 못하 다. 실 모델에 한 최 하  

이후 의 거동 분석과 좀 더 연성 인 거동의 확보를 한 실

험연구가 재 진행 에 있다.

5. 최  압축강도 측식

yLRC 합성기둥의 실용화를 한 첫 번째 단계로서 최  

압축강도에 한 합리 인 이론식이 개발되어야 하며, 이 연

구에서는 실험결과를 바탕으로 단주에 한 실용 인 압축강

도 이론식을 제안하고자 한다.

ANSI/AISC 360-05 (2005)에서는 콘크리트가 채워진 단

주 합성기둥의 괴하  (Squash Load, Po)에 해서 다음

과 같은 측식 (ANSI/AISC 360-05, Eq. I2-13)을 제시

하고 있다.

       ′   (3)

의 식에서 As는 강재의 단면 , Fy는 강재의 항복강도, 

Asr은 철근의 단면 , Fyr은 철근의 항복강도, Ac는 콘크리트

의 단면 , f'c는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C2는 구속효과에 의

한 콘크리트 압축강도의 증가를 나타내는 계수이다. 

ANSI/AISC 360-05의 측식을 근간으로 yLRC 합성기둥

에 한 압축강도 측식의 형태를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yLRC 합성기둥의 경우에는 철근이 사용되지 않으므로, 

AsrFyr의 항은 생략할 수 있다. 다음으로, yLRC 합성기둥에

서는 콘크리트 충 강 에서와 같이 콘크리트 구속효과가 매

우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C2 값으로는 0.85를 용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는 콘크리트 구속효과가 없는 

합성기둥에 한 규정 (ANSI/AISC 360-05, Eq. I2-4)과 

구속효과가 크지 않은 합성기둥에 규정 (ANSI/AISC 

360-05, Eq. I2-13) 모두에서 용하고 있는 0.85를 수용

한 것이다.

식(3)의 AsFy항은 강재의 국부좌굴이 효과 으로 방지되는 

경우에 해서 강재 단면 의 압축강도 기여도를 100% 반

하는 것이다. 그러나 yLRC 합성기둥에서 L형강의 단면은 

체로 세장요소 (Slender Element, b/t > 0.45(E/Fy)
1/2

)

로 구성되므로, 국부좌굴로 인한 강재 유효단면 의 감소를 

고려하는 계수(α)의 도입이 합리 일 것이다.

이상에서 설명한 과정을 바탕으로 식(4)～(7)까지와 같은 

yLRC 합성기둥의 압축강도 측식을 제안하며, 감소계수 α

는 세장요소로 구성된 단일 L형강의 압축강도 감소계수에 

한 ANSI/AISC 360-05의 규정 (Eq. E7-10～12)을 따른 

것이다.

     ′   (4)

≤ 
  

  (5)

 ≤ 
  

  (6)

 

 



  (7)

제안한 이론식을 이용하여 실험체의 감소계수와 압축강도를 

측한 결과 (αpred, Po,pred)를 표 7에 나타내었으며, 압축강

도 실험결과 (Po,exp)  이에 근거하여 계산된 감소계수 (α

exp)를 비교하 다. αexp는 식(8)을 이용하여 산정하 으며, L

형강의 국부좌굴로 인한 강재 유효면  감소의 실험 인 결과

라고 볼 수 있다.

 

 ′
   (8)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제안식은 실험결과에 매우 가까운 

측값을 나타내고 있으며, 실무 인 압축강도 이론식으로서의 

용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실험체

제안한 이론값 실험값






 

(kN)


 

(kN)

A-01 0.91 1322 0.94 1330 1.01

A-02 0.94 1503 0.95 1506 1.00

A-03 0.96 1525 1.08 1589 1.04

B-01 0.93 6294 0.92 6279 0.98

B-02 1.0 8374 0.99 8347 1.00

B-03 1.0 7133 1.03 7201 1.04

표 7. 압축강도 이론값  실험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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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 론

이 연구에서는 y형강 과 L형강으로 기둥의 외부를 구성하

고 내부에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완성하는 yLRC 합성기둥의 

실용화를 한 기 인 실험을 수행하 다. L형강의 국부좌

굴이 압축강도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기 해서 L형강의 폭

-두께비를 실험변수로 하는 6개의 실험체 (축소모델 3개  

실 모델 3개)를 제작하고, 이 실험체에 하여 심축하  

실험이 수행되었다. 실험결과를 바탕으로 yLRC 합성기둥의 

압축거동  압축강도에 한 역학 인 특성을 분석하 으며,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y형강 에 의한 횡보강 강도는 y형강 -L형강 합부

의 용 강도에 의해서 결정되며, 용 강도 실험결과에 

근거하여 산정된 횡보강 유효간격은 RC기둥의 띠철근 

간격에 한 최소규정을 만족한다.

(2) 모든 실험체가 유사한 괴양상을 나타내었다. 최 하

에 도달하는 시 에서 큰 열음과 함께 콘크리트의 

압축 괴가 발생하 으며, 이와 동시에 L형강의 국부

좌굴과 y형강 의 배부름이 찰되었다. 최 하  이후

에 변형의 증가와 함께 y형강 -L형강 용 부에 괴

가 발생하 다.

(3) 최 하 에서의 변형율은 콘크리트 공시체의 최 하  

변형율을 과하 다. 이로부터 y형강 -L형강에 의한 

콘크리트 구속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4) 합성단면의 효율성은 최 하 에서의 변형율이 클수록 

증가한다고 볼 수 있으며, 최 하  변형율과 L형강 

폭-두께비의 반비례 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 

(5) ANSI/AISC 360-05의 합성기둥에 한 압축강도식

을 근간으로 yLRC 합성기둥의 압축강도식을 제안하

으며, 제안식은 실험결과에 매우 근 한 값을 나타

내었다.

(6) 제안식에는 L형강의 국부좌굴로 인한 강재 유효단면

의 감소를 고려하는 계수가 도입되었으며, 제안식에 의

한 값은 실험결과와 비교  잘 일치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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