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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Bearing wall system was used extensively in most multi-residential apartment buildings in Korea. However, bearing 

wall apartments have the lack of architectural plan flexibility, remodelling-incompatible, causing serious economic losses 

in terms of construction waste. Recently, many researchers have studied the use of Rahmen structure as a potential 

alternative. The beam-column connection in the paper for long-life apartment housing forms connection of a Rahmen 

structure utilizing the advantages of steel and reinforced concrete. In addition, reduction of cast-in place concrete and 

construction schedule is expected by using precast concrete. Reduction effect of quantity decreased construction costs 

and CO2 emission of key construction materials. However, verifying the feasibility of new construction method entails 

numerous challenges.

  Accordingl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onstruction feasibility of sleeve, coupler, and pressure 

welding connections for long-life apartment building structure. A 3D modeling software was used to perform the 

analysis, and a real scale model was created to verify the results of construction feasibility. By verifying the 

construction feasibility of beam-column connections, this study will contribute to the efficient application of these 

methods on construction si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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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배경  목

  국내 건축공사의 약 60%를 차지하는 공동주택은 지난  

50년간 속히 발 되어 왔다. 재 시공된 공동주택의 

경우 부분 가변형 평면이 불가능한 벽식 구조형태를 

띄고 있다. 그러나 시 가 변화함에 따라 사용자의 요구, 

인의 생활 변화로 인해 공동주택의 평면을 변화시키

려는 추세이다. 부분의 공동주택은 보와 기둥을 설치하

지 않고 모든 하 을 슬래 와 벽으로 지지하는 벽식 구

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평면 가변성에 한 한계가 발생

된다. 한 설비 노후화에 따른 시설물의 교체 등으로 인

하여 건축물의 수명이 비교  짧다. 이런 문제 을 해결

하기 해서 재건축을 실시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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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정이다. 구조 으로 안 한 건축물을 설비  가변형 

평면 문제로 인하여 재건축을 시행 할 경우, 건축자와 수

요자 모두 경제 으로 막 한 손실이 상된다. 한 국

가 경제에 미치는 향도 지 않을 것이라 단된다. 이

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벽식 구조 공동주택을 리모

델링이 쉽고 장수명화 공동주택 구 이 가능한 라멘구조 

시스템으로의 변화가 필요하다1).

  본 논문에서는 벽식 공동주택의 장 을 확보하면서 단

을 보완할 수 있는 신개념 구조 시스템인 장수명 공동

주택용 보-기둥 합부 시스템을 제시하고 있다. 제안된 

보-기둥 합부는 장 환경과 여건에 따라 다양한 합

부 형태가 가능하다. 본 논문은 보-기둥 합부의 시공 

타당성을 분석하기 하여 3D 로그램 Sketch-Up과 실

물 크기의 모형을 이용하여 시공 로세스를 구 하고 

이를 검증  검토하고자 한다.

1) W.K. Hong, S.C. Park, J.M. Kim, S.G. Lee, S.I. Kim, K.J. Yoon 

and H.C. Lee, “Composite Beam Composed of Steel and Pre-cast 

Concrete.(Modularized Hybrid System, MHS) Part I: Experimental 

Investigation”, Structural Design of Tall and Special Buildings, 

Vol.19, No.3, pp275-289,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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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연구 방법

  본 논문 의 연구 상 인 장수명 공동주택용 보-기둥 

합부의 시공 타당 성을 분 석하기 해 3D 모델링  로

그램 인 Sketch-Up이 사용되었다 . 로그 램으로  제 작된 

3D 모델 을 이용하 여 시공시 사 용될 장비   공구, 작업 

공간  등 을 분석하 고 발생되 는 문제 을 해결하 고자 하

다 . 문 제  발생 시, Feedback하여 문제 을 수정 , 보

완하 는 과정을  통 해 시공 로 세스를  정 립하 다. 보-기

둥 합부의  시공은 상 부 기둥과  하부 기둥의 철근  연

결방식에 따라  Sleeve, Coupler, 기둥간의 압  방식으로 

구분 된다.

2. 공법 소개

  장수명 공동주택용 보-기둥 합부는 철골과 철근 콘

크리트 재료의 상호장 을 활용한 하이 리드 구조 시스

템이다. 합성 구조를 활용한 하이 리드 구조 시스템은 

벽식 공동주택과 무량  공동주택의 장 을 확보하면서 

단 을 보완할 수 있는 신개념 구조 시스템이다. 리캐

스트 콘크리트를 기둥 부재와 보의 일부구간에 용하여 

장에서의 습식공사를 감소시킬 뿐 아니라 공사기간 단

축이 가능하게 된다. 한 코어 역 외의 내력벽을 제거

함으로써 콘크리트 물량과 철근 물량을 감소시킬 수 있

고, 이에 따라 공사비용 한 감되어 매우 경제 인 공

법이다2).

  그림 1은 장수명 공동주택용 보-기둥 합부의 공법을 

개발하게 된 배경  용 효과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1. 공법 개발 배경  효과

  2.1 합성보

  1) 기존 공법의 문제

  장에서 일반 으로 사용되는 보는 철근 콘크리트보

와 철골보이다. 가장 보편 으로 사용되는 철근 콘크리트

2) W.K. Hong, S.C. Park, J.M. Kim, S.I. Kim, S.G. Lee, D.Y. Yune, 

T.H. Yoon, B.Y. Ryoo, “Development of Structural Composite 

Hybrid Systems and their Application with regard to the 

Reduction of CO2 Emissions”, Indoor and Built Environment, Vol 

19. No 1. pp151-162, 2010

보의 경우, 과도한 콘크리트 사용에 의해 건물의 자 이 

증가하게 되고, 연쇄 으로 부재 단면 사이즈가 증가하게 

되어 막 한 물량증가가 발생하게 된다. 철골보의 경우, 

철골 단일재료로서 철골의 물량증가와 유해한 발암물질

이 포함된 내화피복이 필수 이다. 한 슬래 를 철골 

보 상부 랜지에 설치하기 때문에 층고증가가 불가피하

여 건축물 고도제한에 불리하다.

  2) 장수명 공동주택용 합성보의 장

  기존에 리 사용되고 있는 철근 콘크리트보와 철골보

의 단 을 개선하고 장 을 극 화하기 해 개발된 구

조 부재는 장수명 공동주택용 합성보이다. 장수명 공동주

택용 합성보는 철근 콘크리트보와 철골보의 단 인 보 

춤의 증가 문제를 개선하고, 철골  콘크리트 재료의 장

을 극 활용하여 단일 재료를 사용하는 경우보다 철

골과 콘크리트의 물량 감이 가능한 합성보이다. 한 

슬래 가 철골보의 상부 랜지가 아닌 리캐스트 콘크

리트 상부에 치하고 철골보의 웨  일부분이 슬래 에 

매입되므로 층고 감에 따른 공사비 감 효과를 기

할 수 있다. 한 H형강이 삽입된 합성보의 휨 내력을 

분석하여 휨 모멘트 기여도가 은 상부 랜지를 제거

함으로써 부재의 효율성을 극 화하 다. 이로 인해 기존 

합성보의 장 을 보유하면서 철골의 물량을 효율 으로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에 경제성이 향상된다.

  그림 2는 장수명 공동주택용 합성보의 단면과 형상을 

나타낸 것이다. 장수명 공동주택용 합성보는 U형 리캐

스트콘크리트와 역 T형 철골(CT형강)로 구성되어 있다. 

한 철골 웨 와 하부 랜지에 스터드를 설치하여 

장타설 콘크리트와의 일체화를 가능하도록 하 다.

그림 2. 장수명 공동주택용 합성보의 단면  형상

  2.2 합성기둥

  합성보가 철근콘크리트 PC기둥과 연결되는 경우, 합성

보의 구성 요소인 역 T형강과 기둥의 합이 원활하지 

못하므로 합부 시공 시 구조  문제와 품질 확보에 어

려움이 따른다. 이를 개선하기 해 고안된 기둥이 장수

명 공동주택용 합성 기둥이다. 상하부의 합성 기둥이 연

결되는 합부는 보의 춤과 동일한 길이의 H형강이 길이 

방향으로 매입된 형태이다. 합성보의 역 T형강과 기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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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Bracket-1                     그림 5. Bracket-2

합부에 매입된 H형강은 일반 인 철골 합방식으로 

연결된다. 따라서 신속한 합으로 공사기간을 감할 수 

있으며, 구조 인 안 성을 확보할 수 있다. 추가 으로 

기둥 합부 철골과 합성보의 상부철근이 교차하는 지

에 철근이 통할 수 있는 Hole을 기둥 합부 철골에 

천공시킴으로써 합부 성능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간편

한 시공을 가능하게 하 다. 기둥 합부 철골의 랜지

면과 웨 면의 Hole은 합성보의 상부철근이 서로 간섭되

지 않도록 천공된다.

  2.3 보-기둥 합부

  그림 3은 Coupler 합 방식에 해당하는 합성기둥의 공

장제작 형태를 나타낸다. 상부 철근이 철골부를 통하는 

것은 RC Frame 합 방식과 동일하며, 하부 철골 합 

형태는 Steel Frame 합 방식과 동일한 것을 알 수 있

다. 즉 본 논문에서 제시하고 있는 합부의 형태는 RC 

합과 철골 합이 융합된 하이 리드 합방식이며 보

-기둥 합부의 일체성을 강화시켜 구조 인 성능을 향

상시켰다.

  상부철근은 기둥을 통함으로써 연속 으로 연장 설

치가 가능하여 철근 배근 작업이 매우 용이하다. 그리고 

기둥의 상하단부를 간편하게 연결할 수 있어 시공이 매

우 편리하고 공기를 단축시킬 수 있는 장 을 지니고 있

다. 한 기둥의 본체를 구성하는 리캐스트 콘크리트의 

길이는 건물의 층고를 고려하여 히 제작될 수 있으

며 사각형  원형 등의 다양한 단면형상으로 구성될 수 

있다.

  장수명 보-기둥 합부의 외형은 일반 SRC PC기둥과 

흡사하지만, 보-기둥 합부의 일부 구간만 H형강이 매

입된다는 에서 SRC PC기둥과 구별된다. 그리고 장 

환경에 따라 다양한 합 형태가 가능하기 때문에 물량 

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단된다.

그림 3. 보-기둥 합부 공장제작 형태

3. 시공 방법

  3.1 보-기둥 합

  보-기둥 합부는 합성기둥의 Bracket과 합성보의 역 

T형강과의 볼트 합으로 이루어진다. 그림 4는 합성기

둥의 합부에 합된 라켓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 5는 

보-기둥 합방식에 한 추가 인 안으로써 기둥 

합부 철골의 Web면에 선으로 표시된 역 T형강을 용  

합하여 기둥 합부 철골을 Box형태로 변화시킨 것이

다. 따라서 Box형태의 철골에 라켓이 설치된 것이다. 

이를 통해 기둥 합부 철골의 4면이 랜지면에서의 

합과 동일한 합이 가능하게 된다.

  그림 6은 고장력 볼트를 이용한 합성보와 합성기둥의 

합을 나타낸 것이다. 역 T형강의 랜지 합은 고장

력 볼트를 이용하거나 용 을 이용하여 합할 수 있다.

식 1은 고장력 볼트를 이용할 경우 보-기둥 합을 한 

랜지의 고력볼트 개수 산정식을 나타낸 것이다3).

                    ≥


                  (1)

여기서,   : 모재의 허용 휨내력()

         : 고력볼트 허용내력()

          : 합부의 단면 수

         : 볼트의 축단면 (㎟)

         : 고력볼트의 허용 단응력도(N/㎟)

식 2는 웨 의 고력볼트 개수 산정 식을 나타낸 것이다.

                        ≥


                     (2)

여기서,   : 허용 단내력()

식 3과 식 4는 랜지와 웨 의 이음 을 설계하기 한 

산정식을 나타낸 것이다.

          ≥


∙


 인장항복

 ≥


∙


 인장파괴

      (3)

          ≥

 전단항복

 ≥

 전단파괴

               (4)

여기서,   : 랜지 이음 의 총단면 (㎟)

         : 볼트구멍을 공제한 랜지 이음 의 총단면 (㎟)

         : 웨  이음 의 총단면 (㎟)

         : 웨  이음 의 유효 단면 (㎟)

3) 한국강구조학회, “강구조 설계”, 2007



장수명 공동주택용 보-기둥 접합부 시공방법 개발 / 윤태호・홍원기・김선국・박선치・윤대영

Journal of the KIEAE Vol. 10, No. 6  2010. 12148

그림 6. 보-기둥 합

  합성보의 상부철근과 하부철근은 기둥에 연결된다. 지

진이나 풍하  등 횡력에 의한 모멘트가 지배 인 합성

보는 Lateral Frame으로, 고정하 이나 활하  등 수직하

이 지배 인 합성보는 Gravity Frame으로 분류하여 

용된다. 합성보의 상부철근은 기둥 합부 철골의 Hole을 

통시키거나 철근 끝단을 나사선으로 가공하여 볼트로 

체결하는 Dead End 방식으로 기둥 합부 철골에 연결

된다. 합성보의 하부철근은, Lateral Frame의 경우, 90° 

갈고리 철근으로 기둥에 정착되지만, Gravity Frame의 

경우, 기둥 합부 철골과 하는 지 에서 단하는 것

이 특징이다. Lateral Frame은 지진이나 풍하  등 횡력

에 의한 모멘트로 인해 합성보 단부에 정모멘트가 작용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부 철근을 갈고리 형태로 정착시켜 

하부 철근이 탈락하는 것을 방지한다.

  표 1은 합성보의 상부 철근, 하부 철근과 합성기둥 간

의 연결방식을 정리한 것이다.

구분

기둥 합부 철골 
Flange면

기둥 합부 철골 
Web면

상부
철근

하부
철근

상부
철근

하부
철근

Lateral
Frame

Case1
합부

철골 통
구부림

합부
철골 통

구부림

Case2 Dead End 구부림
합부

철골 통
구부림

Gravity
Frame

Case1
합부

철골 통
Cut

합부
철골 통

Cut

Case2 Dead End Cut
합부

철골 통
Cut

표 1. 합성보 철근과 합성기둥 간의 연결방식

  3.2 기둥-기둥 합

  1) Sleeve를 이용한 합

  Sleeve를 이용한 상부 기둥과 하부 기둥 합은 그림 7

과 같은 형태로 합된다. 본 합방식의 합성기둥은 주

재료가 되는 리캐스트 콘크리트와 상단부에 설치되는 

기둥 합부 철골, 그 상단에 부착되는 Base plate로 구

성되어 있다. Base plate에는 기둥철근이 통할 수 있는 

통 Hole이 형성되어 있다. 상부 합성기둥의 하단부에는 

하부 합성기둥의 철근이 연결 될 수 있도록 Sleeve가 매

입되어있다. 합은 슬래  상부로 노출된 기둥 철근을 

상부 기둥의 Sleeve에 삽입시킨 후, 고압으로 무수축 몰

탈을 Sleeve 내부로 침투시켜 양생하는 방식으로 이루어

진다. Sleeve를 이용한 합은 기둥 합부 철골과 리

캐스트 콘크리트 합면에 단연결재의 배치가 어렵다. 

따라서 기둥 합부 철골의 상부 Base plate를 기둥 단면

과 동일한 크기로 설계하여 기둥철근이 Base plate를 

통하도록 제작된다. 결과 으로 Base plate가 단연결재

의 역할을 함과 동시에 상부기둥과 하부기둥을 일체화시

키는 역할을 한다.

그림 7. Sleeve를 이용한 합방식

  

  2) Coupler를 이용한 합

  Coupler 합방식의 Base plate에는 통 Hole이 형성

되어 있으며 상부 합성기둥의 하단부에는 그림 8과 같이 

기둥철근 외 부속철물은 필요치 않다. Coupler는 인 한 

Coupler와 높낮이의 차이를 두어 서로간의 간섭을 최소화 

하 으며, 하향 배치함으로써 시공오차를 조 할 수 있도

록 계획되었다. Coupler를 이용한 통형 기둥-기둥 합

은 Sleeve를 이용한 합방식과 동일하다. 한 기둥 

합부 철골 상부의 Base plate가 기둥 단면 사이즈와 동일

하게 설계된다. 기둥 철근은 그림 9와 같이 Base plate를 

통하여 Coupler를 체결함으로써 연결된다. 노출된 상부

기둥 철근이 하부기둥에 부착된 기둥 합부 철골의 

Base plate를 통하여 설치되는 것이다.

그림 8. 통형 PC 하단부 그림 9. Coupler를 이용한 합 방식 
 

  3) 압 을 이용한 합

  그림 10은 압 을 이용한 합방식을 나타낸 것이다. 

본 합 방식의 경우 Coupler 합방식과 동일하게 통

형 PC 상단부의 기둥 철근 외의 부속 철물은 필요하지 

않다. 합성기둥의 철근과 하부기둥의 철근을 합하여 용

할 경우 간섭이 발생하지 않도록 서로간의 단차를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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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하부 기둥 세우기 ② 합성보 설치

③ 합성보 합 ④ 주열  상부철근 배근

⑤ 주간  상부철근 이음 ⑥ 합부 일부구간 거푸집 설치

⑦ 슬래  타설 ⑧ 상부기둥 설치

⑨ 상부기둥 수직도 맞추기 ⑩ 고압으로 무수축 몰탈 주입

그림 11. Sleeve 합방식 시공순서도

① 하부 기둥 세우기 ② 합성보설치-1

③ 합성보-기둥 합 ④ 합성보 설치-2

⑤ 합성보- 기둥 합  
상부철근 배근 ⑥ 상부기둥 설치

⑦ 조립 완성-1 ⑧ 조립 완성-2

그림 12. Sleeve 합방식 full scale 모형

어 제작 하 다. 압 을 이용한 방법은 Sleeve 합 방식

이나 Coupler 합 방식과는 달리 기계 인 부속품으로 

연결하는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시공시 보다 철 한 품

질  합 강도 검토가 필요하다.

그림 10. 압 을 이용한 합 방식

4. 합부의 시공 타당성  구조  신뢰성 분석

  4.1 로그램을 이용한 시공 타당성 분석

  장수명 공동주택용 보-기둥 합 구조 시스템은 다음

과 같은 순서로 시공된다. 시공과정은 3D 모델링 로그

램인 Sketch-Up을 이용하 으며 실제 건물에 용되는 

합부의 scale로 작업을 진행하 다. 그 결과 건물에 

용되기  로그램을 이용한 사  검토로 합 방식에 

따른 시공시 발생되는 문제 은 발견되지 않았다. 그림 

11은 보-기둥 합 방법  Sleeve 합에 따른 시공순

서를 도시한 것이다.

  ① 하부 기둥을 세우는 선행 공정을 실시한다.

  ②,③ 기둥 합부 철골에 합성보를 연결하고 라켓과 

합성보를 고장력 볼트로 합한다.

  ④,⑤ 상부철근을 주열 와 주간 로 배근한다.

  ⑥ 합부  슬래 에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해 거푸

집을 설치한다.

  ⑦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양생하여 합부와 슬래  구

조물을 축조한다.

  ⑧ Sleeve가 설치된 상부 기둥을 Base plate 상면에 노

출된 하부 기둥철근과 결합한다.

  ⑨ 상부 기둥의 수직도를 조정한다.

  ⑩ 상부 기둥 하단에 매입된 Sleeve 내부로 무수축 몰

탈을 주입한다.

  4.2 실물 Scale 모델을 이용한 시공 타당성 분석

  로그램을 이용한 시공 순서의 문제 을 분석하기 

하여 실물 크기로 모델을 제작하 다. 그림 12는 실물 크

기의 모델을 제작한 후 실제 시공 순서와 동일한 방법으

로 보-기둥을 합하는 모습이다. 보-기둥 합을 실제 

scale에 입각하여 시공한 결과, 신속한 부재의 합이 가

능함을 확인하 고 시공상 문제 은 발견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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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ce-Strain Curve

그림 15. 합부 주근에 한 하 -변형률 곡선 #2

  4.3 보-기둥 합부의 구조  신뢰성 분석

  합부의 구조  신뢰성을 분석하기 해 합부를 구

성하고 있는 구성요소에 한 변형률을 측정하 다. 그 

결과 변형률은 매우 작은 값으로 측정되었으며 합부 

시험체의 구성 요소에 한 하 -변형률 곡선은 이론에 

의한 해석값과 매우 유사한 거동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

하 다. 그림 13은 합부의 거동을 나타낸 그림이다. 그

림 13과 같이 합성보를 가력할 경우, A-A'를 기 으로 

왼쪽에 치한 기둥의 상부는 인장측 역이며 하부는 

압축측 역이다. 한 오른쪽에 치한 기둥의 상부는 

압축측 역이며, 하부는 인장측 역으로 구분된다.

그림 13. 합부 거동

  1) 합부의 주근에 한 하 -변형률 곡선

  그림 14는 상부 기둥과 하부 기둥이 연결되는 합부

에 설치된 주근에 한 하 -변형률 곡선을 나타낸 것이

다. 정모멘트 가력시 최 하  한계상태에서의 변형률은 

약 0.0008로 철근의 항복 변형률의 약 36.5%에 해당하는 

것으로 측정되었다. 부모멘트 가력시 최 하  한계상태

에서의 변형률은 0.00024으로 철근 항복 변형률의 11.0%

에 해당한다. 측정된 변형률은 정모멘트, 부모멘트 가력

시 모두 인장 변형률로 측정되었다. 

150

100

50

0

-50

-100

-150

Force-Strain Curve

그림 14. 합부 주근에 한 하 -변형률 곡선 #1

  그림 15는 합부 후면의 주근에 한 변형률을 측정

한 것이다. 정모멘트 가력시 최  변형률은 약 0.00012로 

철근의 항복 변형률의 약 5.5%에 해당하는 것으로 측정

되었다. 부모멘트 가력시 최  변형률은 -0.00003으로 철

근 항복 변형률의 1.4%에 해당한다. 합부의 주근에 

한 변형률이 매우 작기 때문에 주근에 작용하는 응력 

한 매우 작은 것으로 단된다.

  2) 기둥의 주근에 한 하 -변형률 곡선

  그림 16은 부모멘트 가력시 인장력을 받는 기둥 주근

에 한 하 -변형률 곡선을 나타낸 것이다. 최 하  한

계상태에서의 변형률은 0.000228로 항복 변형률의 10.0%

에 해당하는 것으로 측정되었다. 부모멘트 가력시 인장 

변형률을 받는 기둥 주근은 정모멘트 가력시 압축 변형

률이 측정되었다. 복합보의 철근이 항복함에 따라 기둥 

주근에 응력이 균일하게 분배되지 못하 기 때문에 압축 

변형률의 값이 차 으로 작게 측정된 것으로 단된다. 

Force-Strain Curve

그림 16. 기둥 주근에 한 하 -변형률 곡선(부모멘트)

  그림 17은 정모멘트 가력시 인장력을 받는 기둥 주근

에 한 하 -변형률 곡선을 나타낸 것이다. 최 하  한

계상태에서의 변형률은 0.000695로 항복 변형률의 31.7%

에 해당하는 것으로 측정되었다. 부모멘트 가력시 인장 

변형률을 받는 기둥 주근은 정모멘트 가력시 압축 변형

률로 측정되었다.

Force-Strain Curve

그림 17. 기둥 주근에 한 하 -변형률 곡선(정모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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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다양한 합이 가능한 장수명 공동주택

용 보-기둥 합에 한 시공 타당성을 분석 하 다. 시공 

타당성 분석을 하여 3D 모델링 로그램 Sketch-Up과 

실물 크기의 모형을 상으로 시공 Process를 진행 하 으

며 이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 다.

  1) 장수명 공동주택용 보-기둥 합부는 장의 환경과 

여건에 합한 맞춤형 합 형태가 가능하다. 일반 으로 

리 사용되고 있는 철골 합이나 철근 콘크리트 합 

형태에서 벗어나 다양한 모듈 조합이 가능하여 장에서

의 시공 효율성 증 가 가능할 것으로 분석된다.

  2) Coupler, Sleeve, 압 을 이용한 합 형태는 문

인 시공 기술을 가진 근로자가 아닌 일반 근로자도 손쉽

게 시공할 수 있는 조립식 형태의 합 방식이다. 조립식 

형태의 합 방식은 시공 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음, 

분진, 안 사고 등을 최소화 하여 근로자에서 최 의 시

공 환경 조성이 가능하다. 한 문 근로자가 아닌 일반 

근로자도 손쉽게 시공할 수 있음으로 인건비 감소효과도 

기  된다.

  3) 보-기둥 합 방식의 시공 타당성은 3D 모델링 

로그램 Sketch-Up을 이용하여 검토한 결과 시공상의 문

제 을 발견되지 않았다. 한 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공 오류를 검토하기 해 실물 크기의 모형을 제작하

다. 그 결과 합형태에 따른 문제 은 발견되지 않았

으며 장에서 효율 으로 용이 가능할 것으로 분석 

되었다.

  4) 합부에 연결된 기둥 주근의 변형률의 경우 부모멘

트 가력시 철근 항복변형률의 약 10.0%로 나타났으며, 정

모멘트 가력시 철근 항복변형률의 약 31.7%에 측정되었

다. 따라서 보-기둥 합부는 구조 으로 안 성이 확보

될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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