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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층고 감소, 내력 증  등의 장 을 가지고 있는 기존 합성보의 특징 뿐만 아니라 사용 강재량의 감소까지 기 할 수 있는 단부 

보강한 합성보(Eco-girder) 시스템이 개발되었다. Eco-girder 시스템의 개념은 효율 인 합성보의 설계를 해 최  모멘트가 발생하는 양단부

만을 강 을 이용하여 보강하고, 앙부 모멘트에 의하여 철골보 크기를 결정하는 구조시스템이다. 본 연구에서는 반복 휨하 을 받는 단부보

강 합성보의 이력거동을 측하기 해 정 한 FEM(Finite Element Method)보다는 간단한 표 과 동시에 원리에 충실한 수치 분에 의한 면

내수치해석방법(Fiber Element Analysis)을 이용하 으며, 선행 연구된 실험 결과와의 비교를 통해 수치해석방법의 타당성을 검증하 다. 한 

기존 합성보와의 이력거동을 비교 분석하 다. 

ABSTRACT：The end-reinforced composite-beam (eco-girder) system was developed that has characteristics of the existing composite 

beams such as reduced floor height and increased strength. With it, less use of steel is expected. In the eco-girder system, only both 

ends of the steel-frame beam, which are vulnerable to the ultimate moment, are reinforced with steel plates so that the steel frame beam 

design will be based on the moment at the beam center. This study used fiber element analysis, which is a simple representation and 

numerical integration of the principles of the detailed Finite Element Method(FEM), to predict the hysteretic behavior of reinforced 

composite beams under cyclic loading. The validity of the numerical method was verified by comparing the results of this study with 

those of previous studies. In addition, the hysteretic behavior of the eco-girder was compared with that of the existing composite beams.

 

핵 심 용 어 : 단부보강 합성보, 에코거더 시스템, 수치해석, 합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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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일반 인 철골합성보(이하 합성보) 구조는 슬래 의 콘크리

트 부분이 보 단면의 일부로 사용되어 휨 응력을 받을 때 압

축력의 부분은 콘크리트가 부담하고, 인장력은 강재가 부담

하는 효율 인 구조부재로 보의 춤을 여 층고 감소가 가능

하게 한다. 한 바닥구조의 강성 증 로 장 스팬 구조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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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하게 하고 극한하 까지 내력이 증 되는 장 이 있다. 이

러한 기존 합성보의6)장  등을 유지하면서도 사용 강재량의 

감소까지 기 할 수 있는 단부 보강한 합성보(Eco-girder) 

시스템을 개발하 다(포항산업과학연구원, 2009).

본 논문에 한 토의를 2011년 6월 30일까지 학회로 보내주시면 토의 회답을 

게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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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1방향 보강 (b) 2방향 보강 (c) Eco-girder 시스템 경

그림 2. Eco-girder 시스템 모델

(a) 보의 단부 보강안(평면) (b) 보의 단부 보강안(단면)

그림 1. 보의 단부 보강 개념

단부보강 합성보(Eco-girder) 시스템의 개념은 효율 인 합

성보의 설계를 해 최  모멘트가 발생하는 양단부만을 강

을 이용하여 보강하고, 앙부 모멘트에 의하여 철골보 크

기를 결정하는 구조시스템이다(그림 1, 그림 2). 철골보에 발

생되는 주요 응력은 모멘트와 단력이 부분이다. 

Eco-girder 시스템은 콘크리트와 철골의 합성효과로 모멘트 

내력을 증가시키고, 단력에 해서는 보강 강 을 사용하여 

단 내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한, 보강 강 을 형틀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시공성을 증가시켰다. 양단부 보강만을 통

해 기존의 합성보 구조시스템보다 보 앙부의 단면   강

재량을 일 수 있는 장 이 있다. 한, 보 춤이 작아지기 

때문에 공간 활용이 증 되며, 이를 통해 보 앙부의 강재량

이 어 공사비가 감되는 장 을 기 할 수 있다. 강 의 

사용으로 추가되는 강재량은 부재 감량에 비해 미미하며, 

단부 보강 강 은 공장제작, 장설치의 공정으로 공기의 

향은 없는 것으로 단된다.

합성보의 구조성능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최 내력이후의 

내력 하까지 이력거동을 정확히 측하는 것이 필요한 사항

이 된다. 이러한 배경으로, 합성보의 거동에 한 이력을 모

델화하여 유한요소해석을 수행한 연구가 Wang(2009)에 의

해 진행되었다. 한, 재하이력을 변수로 한 H형강 보부재의 

반복 휨실험결과를 측하고 국소 인 거동에 이르기까지 양

호한 응을 나타내는 수치해석  연구가 Yamada(2002)에 

의해 진행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반복 휨하 을 받는 단부보강 합성보

(Eco-girder)의 이력거동을 측하기 해 정 한 FEM 

(Finite Element Method)해석보다는, 간단한 표 과 동시에 

원리에 충실한 수치 분에 의한 면내수치해석방법(Fiber 

Element Analysis)을 이용하 다. 면내수치해석 결과와 앞서 

진행된 Eco-girder의 실험결과의 비교를 통해 해석의 정성

을 분석하 다. 한, 단부보강 합성보 유효폭의 산정과 단부보

강의 유무, 그리고 기존 합성보와의 비교를 통해 Eco-girder

의 성능을 분석하 다.

2. 수치해석 개요와 모델링

2.1 해석개요

반복 휨하 을 받는 단부보강 합성보(Eco-girder)의 이력거

동을 측하기 해 정 한 FEM(Finite Element Method)해

석보다는, 간단한 표 과 동시에 원리에 충실한 수치 분에 

의한 면내수치해석방법을 이용하 으며, 해석하기에 앞서서 

제조건은 다음과 같다.

(1) 평면유지를 가정하 으며, 철골, 강 , 철근  콘크리트 

사이에는 미끄러짐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한다.

(2) 단면내 각 에 한 강재와 콘크리트의 응력-변형률

계는 그림 4와 그림 5에서 보는 바와 같다.

(3) 단면의 잔류응력은 무시한다.

(4) 콘크리트의 인장응력은 무시한다.

(5) 강 과 합성보 재축방향에서 단부보강 끝부분인 강성변

화 구간에 시공된 철근보강은 무시하여 시험체 No.2와 

시험체 No.4는 시험체 No.1과 같은 입력데이타를 용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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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조건하에서 먼  그림 3(a)와 같이 단면을 휨축에 

하여 수직방향으로 요소분할하고, 단면내의 힘의 평형조건

에 의해 해를 구하는 것으로 모멘트-곡률 계를 구하 다. 다

음으로 부재를 그림 3(b)와 같이 분할하고, 각 미소구간에 

일정하다고 가정한 곡률을 재축방향으로 분하는 것으로 부

재의 변형을 구하 다. 본 연구에서 수행한 면내수치해석은 

재하이력을 변수로 한 H형강 보부재의 반복 휨실험 결과를 

잘 측하고, 하 -변형 계뿐만 아니라, 골격곡선의 변형량 

 이력흡수에 지량의 추이, 재단부 단면에 한 모멘트-곡

률 계나 변형률이력인 국소 인 거동에 이르기까지 양호한 

응을 나타내는 방법이다(Yamada, 2002). 본 해석의 의

의로는 보다 간편하고 쉬운 수치해석방법을 이용하여 단부보

강 합성보의 이력거동을 측하는 것이다.

(a) 단면분할

L -BB

L

4 02 0

Q

B: 단부보강부분

(b) 재축방향

그림 3. 단면  재축방향 분할

2.2 강재의 모델링

Bi-linear로 모델화한 바우싱거부의 이력모델을 이용하여, 

반복 인 응력을 받는 구조용 강재의 이력거동의 모델화를 

행하 다. 이 이력모델은 기존의 모델과 같이 골격곡선, 바우

싱거부, 탄성제하부로 구성하고 기본 인 부재의 이력모델은 

기존 연구(정경수, 2009)와 같다. 골격곡선에 해서는 골격

부에서 유출한 골격곡선이 단조재하시의 응력-변형률 계와 

양호한 응을 보여서, 등가응력-등가변형률 계로 치환한 소

재 인장시험결과를 이용하고, 탄성제하부에 해서는 탄성강

성을, 바우싱거부에 해서는 기존 연구(정경수, 2009)에서 

구축한 모델을 이용하 다. 단, 기항복 이후 최 에 역방향

의 응력 역으로 가는 부분은 바우싱거 효과로 비례한도가 

하하는 바우싱거부로 해서 거동을 나타낸다. 정(+), 부(-) 

각각 역에 해서, 처음 도달하는 하 벨에 한 이력곡

선의 증분을 연결한 것을 골격곡선으로 정의한다. 골격곡선의 

복귀 에 상당하는 
의 소성변형률이 생기는 에 도달하

는 구간을 바우싱거부의 모델로 치환하 다. 


  : 바우싱거부 종 의 등가응력

      (다음의 골격곡선에 복귀할 때의 응력)

  : 
에 한 강성변화  응력비


  : 각 사이클의 바우싱거부 시작 에서 골격곡선에 복귀하기

까          지의 등가소성변형률증분


  : 골격곡선 시작 에서 제하 까지의 구간에 한 등가소성

변          형률증분


  : 골격곡선에서 등가 변형률

그림 4. 강재의 이력모델

2.3 콘크리트 모델링

콘크리트 응력-변형률 계 모델의 포락선은 최 응력에 도

달하기 은 Nakahara 등(2003)이 제안한 식을 기본으로 

하 다. 한편, 최 응력에 도달한 후는 콘크리트의 강도 하

가 없으며, 인장응력에는 항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하 다. 

압축 역에서의 응력-변형도 계를 그림 5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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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 콘크리트 변형률,                 Y : 콘크리트 응력

fck : 콘크리트 압축강도(MPa)

Ec : 콘크리트 탄성계수(GPa)

εco : 최 응력시의 변형률

그림 5. 콘크리트의 이력모델

(a) 기둥-보 합부 철근배근 (실험체 No.1, No.2, No.4)

(b) 기둥-보 합부 철근배근 (실험체 No.3)

 

단면 A                           단면 B

(c) 실험체 No.1

단면 A                           단면 B

(d) 실험체 No.2

3. 실험

수치해석방법에 한 검증을 해 선행 연구에서 진행한 

Eco-girder 시스템의 구조성능 실험에 해서 간략히 기술

하고자 한다.

3.1 실험체 개요

실험체는 Eco-girder 단부보강 부 의 강 의 용도, 단부보강 

부  끝단의 철근보강 유무, 콘크리트와 철골보의 하 달방법

을 변수로 하여 총 4개의 실험체를 계획하 다(표 1, 그림 6).

표 1. 실험체 일람표

실험체명

강  용도 강 의 단연결방법

보강철근
구조보강 거푸집 상부앵

홀을 가진 

스티

No.1 ○ ○ ○

No.2 ○ ○

No.3 ○ ○

No.4 ○ ○ ○

우선, 단부보강 강 의 용도는 구조용(실험체 No.1, 2, 4) 

는 거푸집용도(실험체 No.3)로 나 어 비교하 다. 단부보

강부분의 콘크리트 타설에 해서 강 을 거푸집 역할을 하

면서 구조용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단지 거푸집용으로 할 것

인지에 한 변수이다. 두 번째로 단부보강이 끝나는 치에

서의 강성변화에 한 보강방법으로서 보강철근 유무(실험체 

No.1, No.2)에 한 변수이다. 마지막으로, Eco-girder 공

법은 철골보 폭에 비하여 단부보강 폭이 4배정도 크기 때문

에 철골보와 콘크리트간의 일체거동을 한 단연결방법을 

변수(실험체 No.1, No.4)로 하 다.

실험체의 형상  치수는 그림 6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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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면 A                           단면 B

(e) 실험체 No.3

단면 A                           단면 B

(f) 실험체 No.4

그림 6. 에코거더 철근배근  단부보강 부분 상세 

(a) 실험체 No.1

실험체에 사용된 콘크리트는 설계기 강도(fck) 21MPa로 

계획하 으며 총 12개의 공시체를 제작하여 압축강도 시험하

다. 시험결과 평균 21.6MPa로서 설계기 강도를 만족하

다. 실험체의 내력을 결정하는 부 는 합성보이기에 보와 

강 에 해서 인장 시험하 다. 강재  철근은 항복  인

장강도는 KS 규격을 만족하 다(표 2). 

표 2. 기계  성질

강재 항복강도(MPa) 인장강도(MPa) 연신율(%)

강

9 323 457 30

6.5 350 459 24

4.5 333 469 22

철근
D10 481 597 15

D22 496 637 15

3.2 실험방법

실험체 가력방법은 그림 8과 같이 ANSI/AISC SSPEC 

-2002 Cyclic Loading Program(AISC, 2002)에 하여 

실시하 으며, 기둥 앙에서 가력 까지의 거리를 기 으로 

층간변 각을 산정하 으며, 이를 기 으로 변 제어 하 다. 

하 가력은 층간 변 비를 기 으로 0.375, 0.5, 0.75% 일

때 각각 6회, 1% 4회, 1.5%이상의 경우 2회씩 반복가력 

하 다.

그림 7. 실험체 설치도

그림 8. 하 재하방법

4. 해석모델의 검증

4.1 하 -변형 계

수치해석으로 측한 하 -변형 계를 실험결과와 비교하여 

그림 9에 나타내었다. 그림에서, 실험결과를 “○”으로 나타내

고, 해석결과를 실선으로 나타내었다. 합성보만의 부재각으로 

산정한 실험결과를 입력하여 수치해석을 통한 모멘트를 측

하 다. 정․부 모멘트에 해서 내력  강성에 해서 양호

한 일치성을 보 으며, 시험변수인 단부보강 강 의 용도(구

조용과 거푸집용), 단부보강 부  끝단의 철근보강 유무, 콘

크리트와 합성보의 하  달방법에 상 없이 해석결과는 실

험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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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실험체 No.2

(c) 실험체 No.3

(d) 실험체 No.4

그림 9. 모멘트-회 각 계
(a) 실험체 No.1

(b) 실험체 No.3

그림 11. 모멘트-회 각 계

4.2 에 지소산량

에 지소산량은 부재의 변형성능을 나타내는 지표의 하나로 

이용되고 있다. 모멘트-회 각 계 곡선에서 실험종료까지 

소산에 지의 한 해석과 실험결과를 그림 10에 비교하

다. 해석 측한 소산에 지와 실험결과를 비교하면 20%이

내의 오차범  내에서 측 가능하다 단된다.

그림 10. 소산에 지 비교

5. 분석  고찰

5.1 단부보강보 유효폭 산정

단부보강보의 유효폭을 단부보강한 부분의 폭으로 할 경우

와 슬래 의 폭으로 할 경우, 수치해석을 통하여 모멘트-회

각 계 곡선에서 차이를 분석하 다. 그림 11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실험체의 변수에 상 없이 단부보강보의 유효폭에 

해서 커다란 변동은 없었다. 따라서, 단부보강보의 설계상

의 편의성을 고려하여 단부보강보의 유효폭을 단부보강한 부

분의 폭으로 하는 것이 합하다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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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실험체 No.1

(b) 실험체 No.3

그림 13. 기존 합성보와의 이력거동 비교

5.2 단부보강의 향

단부보강 유무에 따른 강성  이력거동에 한 차이를 분

석하 다(그림 12). 단부보강을 하지 않은 경우는 상부철근

과 단부보강부 의 콘크리트를 생략하고 한 경우이다. 시험체 

No.1의 경우, 정모멘트(슬래 가 인장)에서, 단부보강을 하

지 않은 경우는 강성과 내력이 1/3이하로 상당히 작게 나왔

다. 부모멘트(슬래 가 압축)인 경우, 단부보강을 하지 않은 

경우는 최 내력에서 단부보강한 경우의 최 내력과 유사한 

값을 보이나, 회 각이 클수록 콘크리트 부분의 인장(균열)과 

반 방향 모멘트에 해서 균열이 맞닿을 때 강성이 증가하

는 상(핀칭 상)이 두드러졌습니다. 시험체 No.3의 경우, 

정모멘트에서 시험체 No.1과 같은 경향을 보이나, 부모멘트

에서 단부보강을 하지 않은 경우는 최 내력이 단부보강한 

경우에 비하여 25% 작게 나타났다. 이런 상은 시험체 

No.1의 경우보다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는 단부보강을 하지 

않은 경우는 단부보강부 의 하부 철근을 생략하 기 때문이

다. 시험체 No.2와 시험체 No.4는 수치해석에서 가정이 시

험체 No.1과 같으므로 단부보강보의 향에 하여 추가 비

교를 진행하지 않았다.

(a) 실험체 No.1

(b) 실험체 No.3

그림 12. 단부보강 유무에 따른 이력거동

5.3 기존 합성보와 Eco-girder의 이력거동

Eco-girder와 기존 합성보에 해서 이력거동을 분석하

다(그림 13). 기존 합성보는 Eco-girder의 경우와 같은 하

조건에 해서 설계한 것으로 부재치수는 철골보가 

H-450×200×9×14이며, 철근보강은 없다. 재료상의 조건과 

슬래  두께는 Eco-girder와 같다. 정모멘트(상부가 인장인 

경우)에 해서 Eco-girder와 기존의 합성보는 내력은 거의 

같았으나, 부모멘트(상부가 압축인 경우)인 경우, 최 내력은 

기존의 합성보가 Eco-girder의 2배이상 크게 나타났다. 그

러나, 설계조건에서 요구 모멘트는 120 kN.m로 보유내력이 

요구내력의 10배 이상을 갖는다는 것은 설계와 원가 감에 

있어서 하지 않다고 단된다. 

6. 결 론

보의 춤을 여 층고 감소와 바닥구조의 강성 증 로 장 스  

팬 구조물이 가능하고, 철골보와 상부의 철근이 배근된 콘크

리트 보와의 합성효과로 인하여 강도가 향상되는 장  뿐만 

아니라 사용 강재량의 감소까지 기 할 수 있는 단부 보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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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보(Eco-girder) 시스템이 반복 횡하 을 받을 경우에 

해서 이력거동을 평가하고자 하 다. 이를 하여, 기존 연

구문헌(정경수, 2009, 2008)에서 타당성을 검증한 면내수치

해석방법을 이용하 다. 반복 횡하 을 받는 단부보강 합성보

의 이력거동을 평가하고자 모멘트-회 각 계곡선  에 지

소산량에 해 비교하 으며, 단부보강 합성보(Eco-girder)

의 가장 큰 특징인 단부 보강부 에 한 향을 평가하여 

얻은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제안한 수치해석방법은 간단한 이력모델에 평면유지가

정하에 수치 분을 기 로 한 방법이지만, 기존의 방식

에 단부보강 합성보에 해서 합성보 재축방향 강성변화 

처리 방법 등을 새롭게 추가하 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수치해석방법은 반복 횡하 을 받

는 단부보강 합성보의 최 내력 이후의 내력 하까지 

이력거동을 충분히 측하고 있다. 따라서, 단부보강 

합성보의 손상정도를 정량 으로 악할 수 있는 것으

로 단된다.

(2) Eco-girder는 유효폭 산정에 있어, 단부보강한 부분의 

폭과, 슬래 의 폭에 따른 향이 없다. 따라서, 단부보

강 합성보의 유효폭 산정은 설계상의 편의성을 고려하

여 단부보강한 부분의 폭으로 하는 것이 합하다 단

된다. 

(3) 단부보강에 따른 향을 분석한 결과, 동일 치수의 H

형강보에 단부보강 하 을 경우, 정모멘트 구간에서의 

내력이 약 3배가량 증가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단

된다. 

(4) 수치해석방법을 통해 기존 합성보(H-450×200×9×14)

와 단부보강 합성보(H-300×150×6.5×9)의 이력거동

을 분석한 결과, 정모멘트 구간에서는 내력의 차이가 나

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부모멘트 구간에서는 내력의 차

이가 발생하 으나 Eco-girder의 내력이 설계시 요구되

는 내력과 유사한 결과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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