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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형강을 사용한 합성트러스의 합성효과

The Composite Effects of Composite Truss

using T-Shaped Steels

 이 명 재1)†   ․   최 병 정2)   ․    김 희 동3)   ․   강 덕 경4)   ․   심 민 주5)

Lee, Myung Jae   Choi, Byong Jeong   Kim, Hee Dong   Kang, Duck Kyung   Sim, Min Ju

요       약：트러스의 상 재와 콘크리트 슬래 가 합성 거동하는 합성 트러스는 장스팬에 경제 인 구조시스템임에도 불구하고 재 국내에

서 설계되는 부분의 트러스 보는 바닥슬래 와의 합성효과를  고려하지 않고 설계되고 있다. 슬래 와 트러스 보의 합성효과를 고려할 

경우에는 단순히 고정하 으로 취 되던 슬래 를 구조체로서 활용할 수 있으므로 구조 재료를 매우 효율 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고 구조체

의 강성이 증가하게 되므로 장스팬 설계의 요 변수인 사용성 측면에서도 상당한 이 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이와 더불어 슬래  하부에 

다양한 설비 시설을 한 공간이 확보되므로 보의 춤이 깊어지는데 한 단 을 상당부분 상쇄할 수 있게 된다. 본 연구는 합성 트러스 시스

템을 개발함에 있어 국내 실을 충분히 반 하여 국내 설계  시공 장에서 바로 용하기 한 기단계의 연구로서 실험과 수치해석을 

통해 스터드 커넥터의 유․무에 따른 합성 트러스의 역학  거동 특성을 평가하기 한 것에 목 을 두고 있다. 

ABSTRACT：Steel trusses that act compositely with concrete slabs have proven to be an economical system for long-span 

floors. The composite action is generally achieved by providing shear connections between the steel top chord and the 

concrete topping. The composite sections have greater stiffness than the sum of the individual stiffnesses of the slab and 

truss. Therefore, steel trusses that act compositely with concrete slabs can carry larger loads and are stifferand less prone 

to transient vibration. During the tests that were performed in this study, the crack pattern and deflection of the beam of 

the composte truss were investigated. The test results were compared with the results forthe noncomposite trusses.

핵 심 용 어 : 합성트러스, T형강, 합성거동, 장스팬, 시어커넥터

KEYWORDS : composite truss, T-shaped section steel, composite action, long span floors, shear connecter 

1. 서 론

이 연구는 H형강을 사용한 합성트러스 연구(2009, 이명재)

의 연속으로 상하 재로서 H형강 신 T형강을 사용하여 그 

합성효과를 고찰하고자 한 것이다.

건축물에 용되는 장스팬 구조시스템은 부분 이트 거더 

는 일반 트러스 보이다. 그런데 20m 이상 장스팬의 경우 이트 

거더는 경제성이 떨어지므로 일반 트러스 보가 주로 용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재 일반 트러스 보의 경우 상부 바닥 

구조체인 슬래 와 트러스 보의 합성효과를  고려하지 않

고 설계하고 있다. 외국의 경우 1970년 부터 구조  효율성

을 높이고 다양한 설비공간의 확보를 해 바닥 슬래 와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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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러스 보의 상호 합성효과를 고려한 합성트러스 시스템을 개

발하여 용하고 있다.6)

그런데 국내의 경우 설계에 기본이 되는 설계지침 조차 없는 

상황이므로 구조  우수성을 인정하면서도 합성트러스 보의 

용을 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국내의 실정에 합한 합성트러스 시스템의 개발은 

지속 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장스팬 구조에 한 효율

인 해결하게 된다. 본 연구는 합성트러스 시스템을 개발함에 

있어 국내 실을 충분히 반 하여 국내 설계  시공 장에

서 바로 용하기 한 기단계의 연구로서 실험과 수치해석

을 통해 스터드 커넥터의 유․무에 따른 합성트러스의 합성효

과를 평가하기 한 것이 그 목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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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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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합성트러스 실험체

2. T형강을 사용한 합성트러스 실험

2.1 실험계획

T형강을 사용한 합성트러스의 합성효과 검증실험을 해 스

터드 커넥터의 유․무를 주요 변수로 완  합성트러스 실험체

와 비합성트러스 실험체를 제작하 다. 한 슬래 가 없는 순

수 T형강 트러스도 제작하 다.

각 실험체의 단면형상과 상세는 그림 1과 같다. 실험에 사용

된 트러스의 상・하 재는 T-125×125×6.5×9이고 웨 재는 

L-75×75×9이며 강재의 재질은 모두 SS400이다.  

콘크리트 슬래 는 설계기 압축강도() 21MPa를 사용

하 으며, 슬래 의 폭은 1,000mm, 두께는 150mm이다.

실험체는 길이에 따른 합성효과의 차이를 알아보기 하여 

6,000mm 실험체와 9,000mm 실험체로 나 어 총 9개의 실

험체를 제작하 다. 실험은 양단 단순지지로 하여 490kN 성

능의 오일잭(oil jack)을 사용하여 앙집 재하실험과 균등휨

실험을 실시하 다.

합성트러스의 경우 ∅19-80L 스터드 커넥터를 사용하 는

데 6,000mm 실험체는 250mm 간격으로 1열 배열, 9,000 

mm 실험체는 375mm 간격으로 1열 배열하여 행 합성보 

설계기 에 따라 완  합성 거동하도록 설계하 다. 실험체 일

람을 표 1에 나타낸다.

실험체명

콘크리트

슬래

(fck=21MPa)

스팬

(mm)

춤

(mm)

시어

커넥터

( φ19-80)

CT600C

유

6,000

650

간격 

250mm 1열
CT600P

NCT600C

무

NCT600P

ST600C

무 500 ▪

ST600P

CT900C

유 9,000 650

간격 

350mm 1열
CT900P

 NCT900C 무

      CT : 합성      NCT : 비합성      ST : 순수철골

C : 앙집 재하     P : 균등휨    600(900) : 실험체 길이(cm)

표 1. 실험체일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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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강재 소재시험 결과

강   재

(SS400)

항복강도

(N/mm2)

인장강도

(N/mm2)
항복비

연신율

(%)

T-125×125

×6.5×9

랜

지

1 338 434 0.78 24

2 317 489 0.65 23

3 332 504 0.66 20

평균 329 475 0.70 22

웨

1 301 429 0.70 27

2 309 429 0.72 25

3 310 429 0.72 24

평균 307 429 0.71 25

ㄴ-75×75×9

1 414 502 0.82 20

2 310 430 0.72 22

3 312 430 0.73 25

평균 345 454 0.76 22

2.2 구조재료시험

2.2.1 강재의 소재시험

실험체 제작에 사용된 강재의 기계 인 특성을 악하기 

하여 인장강도 시험을 실시하 다. 상・하 재에 사용된 T형

강의 랜지  웨 에서 각각 3개씩, 웨 재에 사용된 L형강

에서 3개의 인장시험편을 취하여 총 9개의 인장시험편을 제

작하 다. 인장강도에 사용된 시험편은 한국산업표 (KS)의 

속재료 인장시험편 B 0801에 제시된 시험편에 하여 제작

하 다.

가력은 980kN 성능의 만능재료시험기(U.T.M.)를 사용하

다. 강재의 인장시험 결과를 표 2에 나타내었다.

강재의 인장시험결과 인장시험편의 평균항복강도는   

로 SS400 강재의 공칭항복강도   
를 

과하 다. 항복비는 0.65에서 0.82사이의 값을 나타내었고, 

연신율은 20%에서 27%사이의 값을 나타내고 있다.

2.2.2 콘크리트의 압축강도시험

실험체의 슬래  제작에 사용된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를 알아

보기 하여 압축강도시험을 실시하 다. 콘크리트는 실험체 

계획시 설계기 압축강도   로 계획하 다.

콘크리트 공시체는 콘크리트 슬래  장 타설시 사용되었던 

2 의 미콘에서 각각 3개씩 총 6개의 공시체를 제작, 수

양생을 실시하 다. 압축강도시험결과 콘크리트 공시체의 평균

압축강도는 15MPa로서, 계획하 던 콘크리트의 설계배합강

도인 21MPa에 비해 낮은 결과를 보 다.

2.3 가력  측정방법

그림 2. 가력  측정 방법

그림 3.  와이어 스트 인 게이지(W.S.G.) 부착 치

가력  실험체 계측상황을 그림 2, 3에 각각 나타내었다. 

실험은 양단 단순지지로 하여 집 하 재하실험의 경우 보 스

팬의 1/2지 에 490kN 성능의 오일잭 1 를 사용하여 재하

하 고, 균등휨실험은 실험체 양단으로부터 보 스팬의 1/3지

에 각각 490kN 성능의 오일잭 총 2 를 사용하여 가력  

사이에 균등휨모멘트가 발생하도록 하 다. 실험은 최 하  

는 처짐이 일정량 이상 발생할 때까지 가력하 다. 가력하  

측정은 490kN용량의 로드셀을 사용하 으며, 합성  비합성

트러스 실험체에는 총 7개의 변 측정기(LVDT)를 사용하여 

변 를 측정하 다. 한 집 재하실험은 16개의 와이어 스트

인 게이지(W.S.G.), 균등휨실험은 32개의 와이어 스트

인 게이지를 사용하여 변형도를 측정하 다. 

이  변 측정기는 실험체 스팬의 1/2, 1/3, 1/4지 에 설

치하여 변 를 측정하 고, 양단부의 상부에도 변 측정기를 

설치하여 실험체의 처짐을 구하 다.

와이어 스트 인 게이지는 콘크리트 슬래  상부 가력지 선

상에 4개, 슬래  양측면에  각각 2개씩 게이지를 부착하 고, 

상 재의 랜지, 웨 에 각각 2개, 웨 재에 2개, 하 재의 

랜지, 웨 에 각각 1개씩 게이지를 부착하여 변형도를 측정

하고 립축의 변화를 조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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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체명

최

하

(kN)

항복

모멘트

()

소성

모멘트

()

최  

처짐량

(mm)

부재각

()


CT600C 245

319 378

41 0.011 0.006

CT600P 272
* 35 0.011 0.018

NCT600C 168 61 0.020 0.014

NCT600P 226 56 0.019 0.034

ST600C 127
197 267

31 0.010 0.011

ST600P 174 35 0.012 0.027

CT900C 163

319 378

86 0.019 0.007

CT900P 214 75 0.017 0.019

NCT900C 108 85 0.019 0.016

* 지지  국부좌굴로 인한 가력종료

표 3. 실험결과

2.4 실험결과

가력 실시한 9개 실험체의 실험결과로서 최 하 과 최 모

멘트, 그 때의 스팬 앙부의 처짐량(), 지 단부의 부재

각(), 소성모멘트일 때의 부재각()를 항복모멘트() 

 소성모멘트() 와 함께 표 3에 나타낸다. 항복모멘트 

 소성모멘트 산정에서 웨 재의 효과는 무시하 다.

소성모멘트일 때의 부재각()는 모멘트-처짐각 곡선에서 

소성모멘트() 값과 탄성구간의 연장선이 만나는 지 에

서의 부재각()을 뜻한다.

2.4.1 철골트러스 실험체

1) ST600C 실험체

앙집 재하시 슬래 가 없는 철골트러스 실험체의 하  

변  계를 그림 4에 나타내었다. 합성트러스와 비합성트

러스의 합성효과를 확인하기 한 기 이 되는 실험체로서 

합성  비합성트러스에 비해 낮은 강성을 가지고 있음을 확

인할 수 있었다. 가력도  약 127kN에서 횡좌굴이 발생하

여 최 내력이 결정되었다(그림 6). 그림에서는 유한요소해

석에 의한 하  변 계도 선으로 나타나 있다. 한 그

림에 각 실험체의 단면의 항복하 ()과 소성모멘트에 도

달하는 하 ()도 나타나 있다(이하 각 실험체 동일).

2) ST600P 실험체

균등 휨시의 슬래 가 없는 철골트러스 실험체의 하  변

계를 그림 5에 나타내었다. 가력도  약 174kN에서 

횡좌굴이 발생하여 최 내력이 결정되었다.

그림 4. ST600C의 하 -변  계

그림 5. ST600P의 하 -변  계

그림 6. 최 하 시 ST600C 실험체

그림 7. 최 하 시 CT600C 실험체

2.4.2 합성트러스 실험체

1) CT600C 실험체

하  변  계를 그림 8에 나타내고, 하  단계별 립

축의 변화를 표 4에 나타내었다. 실험결과 상당히 높은 강

성을 보여주고 있다. 최 하  약 245kN에서 제하하 다

(그림 7).

하  단계별 립축의 변화를 보면 립축이 슬래  내부

에 발생하며 콘크리트 슬래 와 철골트러스가 일체거동 하

는 것을 볼 수 있었다.



T형강을 사용한 합성트러스의 합성효과

한국강구조학회 논문집 제22권 6호(통권 109호) 2010년 12월 603

그림 12. 최 하 시 CT900P 실험체

그림 10. CT900C의 하 -변  계

그림 11. CT900P의 하 -변  계

그림 8. CT600C의 하 -변  계

그림 9. CT600P의 하 -변  계

2) CT600P 실험체

하  변  계를 그림 9에 나타내고, 하  단계별 립

축의 변화를 표 5에 나타내었다. 가력  약 270kN에서 콘

크리트 슬래 가 괴되면서 좌측 지지 에서 국부좌굴이 

발생하여 실험이 종료되었다.   

하  단계별 립축의 변화를 보면 립축이 슬래  내부

에 발생하며 콘크리트 슬래 와 철골트러스가 일체거동 하

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 좌측과 우측의 변형도가 거

의 비슷함을 찰할 수 있었다.

3) CT900C 실험체

하  변  계를 그림 10에 나타내고, 하  단계별 립축

의 변화를 표 6에 나타내었다. 실험결과 6m 실험체와 동일하

게 비합성트러스에 비해 상당히 높은 강성을 보여주고 있다.

하  단계별 립축의 변화를 보면 립축이 슬래  내부

에 발생하며 콘크리트 슬래 와 철골트러스가 일체거동 하

는 것을 찰할 수 있었다.

4) CT900P 실험체

하  변  계를 그림 11에 나타내고, 하  단계별 립

축의 변화를 표 7에 나타내었다. 가력  약 200kN에 우측 

가력  하 재에서 격하게 변형이 증가하며 처짐이 크게 

발생하 다(그림 12). 

하  단계별 립축의 변화를 보면 립축이 슬래  내부

에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다. 200kN까지 좌측의 변형률은 

거의 없고, 우측의 변형률은 높았으나 그 이후로 좌측 슬래

의 변형도가 많이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다.

2.4.3 비합성트러스 실험체

1) NCT600C 실험체

하  변  계를 그림 13에 나타내었다. 최 하 과 강

성이 합성트러스에 비해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가력

도  약 150kN에서 콘크리트에 균열이 발생하면서 하 이 

갑자기 떨어졌다. 하  단계별 변형도를 보면 립축이 슬래

 내부와 철골트러스 내부에 각각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 합성트러스와 비교해서 상 재에 발생하는 압

축변형도가 상당히 크게 나타났다. 최 하  168kN에서 

제하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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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형도

측정 치

하  단계별 변형도

10kN 60kN 120kN 180kN 최 하 (214kN)

표 7. CT900P 실험체의 하  단계별 립축의 변화

변형도

측정 치

하  단계별 변형도

10kN 50kN 100kN 130kN 최 하 (163kN)

표 6. CT900C 실험체의 하  단계별 립축의 변화

변형도

측정 치

하  단계별 변형도

10kN 60kN 120kN 190kN 최 하 (245kN)

표 4. CT600C 실험체의 하  단계별 립축의 변화

변형도

측정 치

하  단계별 변형도

20kN 80kN 160kN 240kN 최 하 (272kN)

표 5. CT600P 실험체의 하  단계별 립축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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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NCT600C의 하 -변  계

그림 14. NCT600P의 하 -변  계

그림 15. NCT900C의 하 -변  계

그림 16. 최 하 시 NCT900C 실험체

2) NCT600P 실험체

하  변  계를 그림 14에 나타내었다. 160kN까지는 

좌측과 우측의 변형률이 거의 비슷하나 그 이후로 좌측 상

재의 변형도가 더 많이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최 하  

226kN에서 제하하 다.

3) NCT900C 실험체

하  변  계를 그림 15에 나타내었다. 6m 실험체와 

동일하게 최 하 과 강성이 합성트러스에 비해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  단계별 변형도 한 6m 실험체와 

같이 립축이 슬래  내부와 철골트러스 내부에 각각 발생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 합성트러스와 비교하면 

상 재에 발생하는 압축변형도가 상당히 크게 나타났다. 최

하  108kN에서 제하하 다(그림 16).

3. 해석  실험결과분석

3.1 유한요소해석

T형강을 이용한 순수 철골트러스와 합성트러스의 거동을 

악하고 기강성  내력에 하여 실험결과와 비교하고자 유

한요소해석(Finite Element Analysis)을 실시하 다. 유한

요소해석 로그램은 ABAQUS CAE 6.5-1을 사용하 으며 

모든 해석은 횡좌굴의 향을 배제하 다. 해석 모델은 실험체

의 형태와 동일하게 모델링하 다.

3.1.1 철골트러스 실험체

1) 해석 모델링

실험체와 같은 형상으로 3차원 솔리드형상으로 모델링을 

하 으며 탄소성 해석을 하여 Multi-Linear로 재료의 응

력-변형도 계를 형성하 다. 메쉬의 형태는 삼각형 형태

(Tetrahedral Element)로 분할하 다(그림 17).

2) 재료의 물성

아바쿠스에서 용되는 해석모델을 바탕으로 재료시험을 

통한 데이터를 직  입력하여 각 재료의 물성값을 용하

으며 탄소성 역을 함께 정의하 다.

3) 해석결과

순수 철골트러스 실험과 이에 한 유한요소해석을 통하

여 하 -변  계를 산출하 다. 해석결과로 나타난 철골

트러스의 변형상태를 그림 18에 나타낸다. 실험결과와 비교

한 것을 그림 4, 5에 각각 나타내었다. 그림에서 실선으로 

나타낸 것이 실험결과이고 선으로 나타낸 것이 해석결과

이다.

ST600C 실험체와 ST600P 실험체는 가력 기부터 

기강성이 실험결과와 해석결과에서 상당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실험체가 가력 기에 안정화 상과 트러스의 기

하학  비선형변형이 크게 향을 미친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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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합성트러스 실험체

1) 해석 모델링

T형강 부분은 앞에 기술한 것과 동일하게 처리하 다. 콘

크리트는 탄소성모델(Concrete Damaged Plasticity)을 

이용하여 소성구간 해석을 하 다. 메쉬의 형태는 삼각형 형

태(Tetrahedral Element)로 분할하 으며 양단은 단순지

지에 상․하 재와 웨 재의 합과 스터드 커넥터는 합

요소  용 (weld)으로 합하 다.

2) 해석결과

해석결과로 나타난 합성트러스의 변형상태를 그림 19에 

나타낸다. 해석결과는 실험결과와 함께 그림 8∼11에 각각 

나타내었다. 그림에서 실선으로 나타낸 것이 실험결과이고 

선으로 나타낸 것이 해석결과이다.

CT600C 실험체의 경우 해석결과가 실험결과와 거의 동

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CT600P 실험체의 경우 실험결과와 

해석결과가 차이를 나타내고 있었다. 이는 지지 의 국부좌

굴 발생으로 그 차이가 나타났다고 사료된다.

그림 17. 해석 모델링

   그림 18. 철골트러스의 변형상태

그림 19. 합성트러스의 변형상태

CT900C 실험체의 경우 실험결과의 강성이 더 높은 것으

로 나타났으나 최 하 은 해석결과 값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CT900P 실험체의 경우도 실험결과의 강성이 더 높

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최 하 은 거의 유사한 값을 나타내

고 있다.

이와 같이 해석결과가 실험결과와 잘 일치하는 경우도 있

지만 기강성  내력에서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

은 철골트러스의 경우와 동일한 상 즉, 가력 기의 안정

화 상과 트러스의 기하학  비선형 변형이 주요 원인으로 

생각된다.

3.2 실험결과 분석

3.2.1 모멘트-회 각 계

합성, 비합성 철골트러스의 실험결과를 비교해 본다.

실험결과를 6m 실험체의 집 하 , 균등휨을 받는 경우와 

9m 실험체의 균등휨을 받는 경우를 정리한 것이 각각 그림 

20, 21, 22이다. 한 그림 23, 24, 25, 26은 실험체에 따른 

모멘트와 회 각을 비교한 것이다.

각 실험체의 모멘트()를 소성모멘트()로 나  값과 

지 단부의 부재각()을 소성모멘트일 때의 부재각()로 

나  값으로 무차원화시켜 그 결과를 비교하 다.

실험결과 6m 실험체 모두 소성모멘트에는 도달하지 못하

는 결과를 보 다. 실험체에 따른 모멘트 성능()을 

보면 집 하 을 가했을 경우가 균등하 을 가했을 경우보다 

높은 값을 보 으며 비합성트러스와 합성트러스를 비교해 보았

을 때 합성트러스의 경우에 상 으로 높은 결과를 보임을 알 

수 있었다. 철골트러스와 합성트러스를 비교해 보면 슬래 가 

트러스에 합성되어 있는 경우가 순수 철골트러스에 비해 훨씬 

높은 값을 나타내고 있다. 합성트러스 실험체에 균등하 을 가

한 경우 상 으로 낮은 결과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가력도

 실험체의 괴로 실험이 조기종료되어 내력을 충분히 발휘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실험체에 따른 회 성능()도 집 하 을 가했을 경

우가 균등하 을 가했을 경우보다 높은 값을 보 으며, 균등하

을 가했을 경우는 모두 1.0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를 보 다. 

콘크리트 슬래 가 합성되어 있는 경우 다른 실험체의 경우보

다 매우 높은 강성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9m 실험체 역시 집 하  실험체와 균등휨 실험체로 각각 

나 어 모멘트 회 각 계를 비교하 다. 스터드커넥터에 의

한 합성효과로 스터드커넥터가 있는 합성트러스 실험체의 경우

가 스터드커넥터가 없는 비합성트러스에 비해 높은 결과 값을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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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0. 600C 실험체의 모멘트-회 각 계

    그림 21. 600P 실험체의 모멘트-회 각 계

그림 22. 900C 실험체의 모멘트-회 각 계

그림 23. 6m 실험체에 따른 모멘트 비교

그림 24. 6m 실험체에 따른 회 각 비교

그림 25. 9m 실험체에 따른 모멘트 비교

 

그림 26. 9m 실험체에 따른 회 각 비교

그림 27. 합성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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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결과 9m 실험체 모두 소성모멘트에는 달하지 못하는 

결과를 보 다. 실험체에 따른 모멘트 성능()을 보면 

집 하 을 가했을 경우가 균등하 을 가했을 경우보다 높은 

값을 보 으며 합성트러스의 경우에 상 으로 높은 결과를 

보임을 알 수 있었다.

실험체에 따른 회 성능()도 집 하 을 가했을 경

우가 균등하 을 가했을 경우보다 높은 값을 보 으며, 균등하

을 가했을 경우는 1.0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를 보 다.

3.2.2 합성효과

각 실험체 길이와 하 상태에 따른 합성효과를 나타낸 것이 

그림 27이다. 그림에서는 합성트러스의 최 하 을 비합성트

러스의 최 하 으로 나 어 상 비교하고 있다.

6m 균등휨 실험체(CT600P)의 경우 가력  지지  부근에

서 국부좌굴이 발생함에 따라 최 내력에 이르지 못하고 가력

이 종료된 경우이다. 이 을 감안하면 6m 집 하  실험체의 

경우(CT600C / NCT600C)와 9m 집 하  실험체의 경우

(CT900C / NCT900C)에는 스터드 커넥터로 인한 합성효과

로서 45-50%의 내력증 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합성

효과의 더 많은 변수를 포함한 실험결과로부터 정량  평가를 

내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4. 결 론

본 연구는 T형강을 사용한 합성트러스의 합성효과를 확인하

기 한 기단계의 연구로서 스터드 커넥터 유․무에 따른 실

험체를 제작하여 가력실험을 실시하 다. 실험과 해석에 의하

여 고찰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1) 스터드 커넥터로 인한 콘크리트 슬래 와 트러스 상 재

의 연결은 합성트러스가 일체 거동하는 역할을 하고 있

음을 비합성  합성트러스의 가력실험결과로부터 확인

하 다.

(2) 실험결과로부터 합성트러스는 비합성트러스보다 합성효

과로 인하여 내력증 를 포함한 구조  성능이 향상되

었음을 확인하 다.

(3) 스터드 커넥터에 의한 합성효과는 더 많은 변수를 포함

한 결과로부터 정량  평가가 있어야 하지만 이 실험결

과로부터 약 45% 정도의 내력증 효과가 있음이 확인

되었다.

(4) 합성트러스 상 재의 변형도가 비합성트러스 상 재의 

변형도에 비해 그 크기가 히 작은 것으로 볼 때 합

성트러스에서 상 재가 하 에 항하는 비 은 높지 

않을 것으로 단된다.

(5) 합성트러스의 최  내력은 콘크리트 슬래 에 의한 립

축의 상향이동으로 하 재의 항복에 의해 결정되었다.

(6) 앙집 하   균등휨을 받는 합성트러스 모멘트 성능

과 회 성능에 하여 비교하 으나 정량  평가를 

해서는 다양한 변수에 의한 실험이 더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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