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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최근 내진설계의 발달과 친환경 건설자재에 한 심으로 건물의 자 을 이기 한 경량콘크리트에 한 심이 높아지고 있

으며,증축건물을 심으로 경량콘크리트를 이용한 설계가 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따라서 본 연구는 철선일체형 데크 이트와 경량콘크

리트를 사용한 바닥구조시스템의 휨내력과 단내력을 평가하기 해 하부 강 이트의 설치유무를 변수로 4개의 실험체를 제작하여 구조

실험을 수행하 다.이를 통해 경량콘크리트를 이용한 합성바닥구조의 구조성능은 KCI(2007)의 설계기 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BSTRACT： Arecentdevelopmentofseismicdesign,whichisrequiredamongenvironmentallyfriendlymembers,increased

the concern on light-weightconcrete.Extending around the building,the structuraldesign which is applied for

light-weightconcretehasbeenincreased.Thisstudythereforeevaluatesthebendingresistanceandtheshearresistance

involvedusingfourspecimensthatweremanufacturedandtested.Theparametersusedinthisstudyexist.Thisstudy

investigatesthestructuralperformanceofcompositeslabusinglight-weightconcretewithKCI(2007).

핵 심 용 어 :철선일체형 데크 이트,경량골재,휨성능 평가, 단성능평가

KEYWORDS:steelwire-integratedeckplate,lightweightaggregate,evaluationofbendingresistingforce,evaluationofshear

resistingforce

                                                                                                                        

1.서 론

재 국내외에서 기존 건축물의 수명을 연장시키기 한 보

수보강 리모델링과 증축이 활발히 시행되고 있다.건축구

조설계기 인 KBC-2009에서는 기존 건축물의 증축 시 연

면 의 1/10이상의 증축 는 1개 층 이상의 증축에 하

여 새로운 규 에 따라 지진하 을 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특히 리모델링 증축의 경우 구조물의 고정하 이 증가하

여 면 단력이 증가하게 되기 때문에 기존의 기둥 는

보와 같은 주요 부재의 보강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건축구조설계기 (KBC-2009)의 내진규 강화

에 따른 건축물의 자 감을 한6)방안으로 내진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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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열성능과 흡음성이 우수한 경량콘크리트의 필요성이 두되

고 있다.이러한 연구의 일환으로 김용선(1999)은 ANSYS를

이용하여 구조 내화성능을 해석하고 실험 연구를 병행하

여 유한요소법 해석의 용성을 검토하고자 하 으며,이수권

(2007)에 의하여 마이다스를 이용한 해석과 실험 연구를

통하여 데크 이트 시스템의 구조안 성 평가를 진행하 다.

철선일체형 데크 이트는 기존의 하 PC공법의 장 을

최 한 유지하여 장시공을 할 수 있는 바닥슬래 시스템이

다.시공 시 필요한 가설지주 등 체 공사비의 30%를 차지

하는 거푸집 공사비를 감할 수 있는 등 시공성 향상을 기

할 수 있고,콘크리트의 자 과 시공하 에 견디는 단일 휨부

재로써 거푸집 역할을 한다.콘크리트가 양생된 이후에 모든

본 논문에 한 토의를 2011년 12월 31일까지 학회로 보내주시면 토의 회답

을 게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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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은 바닥강 을 제외한 상부철선,하부철선 콘크리트로

구성된 일반 인 철근콘크리트 슬래 의 역할을 하게 된다(권

용근(1996),허충(1997),이성호(1999),신성우(1999)).

따라서 철선일체형 데크 이트의 구조설계는 콘크리트 타설

시와 콘크리트 경화 후로 구분하여 실시해야 한다.

본 연구는 기존건물의 증축에서 자 을 이고 빠른 공기와

시공성 향상을 한 방안으로 철선일체형 데크 이트와 경

량콘크리트를 사용한 바닥구조시스템에 한 연구로써 데크

이트의 유무에 따른 바닥구조를 이상화한 실험체 4개를

제작하여 바닥구조의 휨내력 실험과 단내력 실험을 통해

휨과 단강도를 확인하 다.

그림 1.데크 이트의 형상

2.휨내력 단내력 실험

2.1실험계획

실험체는 표 1과 같이 철선일체형 데크 이트와 경량 콘

크리트를 사용하여 데크 이트의 유무를 변수로 동일한 실

험체를 2개씩 제작하 으며,실험체명은 데크 이트 유무

와 휨․ 단 실험으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 다.

TND-B

B:Bending

S:Shear

TND:TrussNoneDeck

TD:TrussDeck

각 실험체 크기는 그림 2와 같이 □-3450×600×120㎜이

며,실험 양단 지 의 슬립을 고려하여 300㎜의 여유길이

를 두어 지 간의 거리는 2,850㎜로 하 다.

No.실험체명
이트두께
(㎜)

슬래 두께
(㎜)

데크 이트
유/무

비 고

1 TND-B1 - 120 무 휨내력
실험체2 TD-B2 0.5 120 유

3 TND-S1 - 120 무 단내력
실험체4 TD-S2 0.5 120 유

표 1.실험체 일람표

(a)실험체 도면

(b)철선일체형 데크 이트 사진

그림 2.철선일체형 데크 이트

2.2실험체 설치

실험체 설치는 그림 3,4와 같이 스트롱 임,실험체

이동용 활차 일을 이용하 다.실험체는 스트롱 임

밖에서 지 간격을 유지하기 하여 강 으로 연결된 2개의

활차에 올려져,스트롱 임 안으로 운반하게 된다.운반이

완료된 후 활차 바퀴에 설치된 고정용 볼트를 조여 활차의

이동을 방지하 으며,실험체 받침 의 힌지고정용 핀을

제거하여 양단의 힌지조건을 부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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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활차와 가력 임

그림 4.실험체 세 사진

2.3측정 가력방법

변 계는 그림 5와 같이 가장 많은 처짐이 발생할 것으로

상되는 실험체의 앙(③)과 가력 (②,④)그리고 앙부

처짐으로 인해 힌지 안으로 실험체가 리는 거리(①,⑤)를

측정하기 한 양단부에 설치하 다.

(a)휨내력 실험체

(b) 단내력 실험체

그림 5.변 계 설치 치

콘크리트 변형률 게이지는 그림 6과 같이 지 간 거리의

1/2인 치에 합성 슬래 의 상부와 면에 설치하고 데크

이트가 없는 실험체의 경우 슬래 의 하부에 상부와 같은

방향으로 3개의 변형률 게이지를 설치하 다.강재용 변형률

게이지는 그림 7과 같이 철선일체형 데크 이트의 상부철

근과 하부철근,래티스의 응력측정을 해 지 간 거리의

1/2인 치에 8개를 설치하 으며,데크 이트가 있는 실

험체의 경우 하부에 상부 콘크리트 변형률 게이지와 같은 방

향으로 3개를 설치하 다.

하 은 서울시립 학교 소재 유압식 500kN 액 에이터

를 사용하여 2지 으로 P/2의 힘으로 단조가력하 다.그리

고 바닥구조의 휨내력과 단내력을 평가하기 해 가력 의

치는 실험구간에서 괴가 휨내력과 단내력에 의해 괴

되도록 휨내력 실험은 양쪽 1/4지 에 단내력 실험은

1/7지 으로 하 다.실험의 종료는 실험체의 괴로 하 이

격히 떨어지는 순간 종료하 다.

그림 6.콘크리트 변형률 게이지 설치 치

그림 7.강재 변형률 게이지 설치 치

2.4소재시험

본 연구에서는 조립형과 세립형 경량골재 원료를 분쇄하

거나 는 미분의 원료를 사용하여 둥근모양으로 입자를 만

들어 소성하여 만든 골재인 조립형 골재 사용하 으며,성능

은 표 2와 같다.

표 2.경량골재 시험결과

구분 제조방법 건 도
(g/m3)

표건 도
(g/m3)

흡수율
(%)

단 량
(kg/m3)

실 율
(%)

경량골재 조립형 1.57 1.65 4.98 877.96 5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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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체
기강성

(kN/㎜)

항복내력

(kN)

항복변

(㎜)

최 내력

(kN)

최 변

(㎜)

a)TND-B1 3.35 28.8 16.5 61.7 81.3

b)TD-B2 4.35 46.5 15.5 87.6 68.6

a/b*100 77.01 61.94 106.45 70.43 118.51

c)TND-S1 3.22 78.1 24.3 92.5 51.7

d)TD-S2 9.34 97.6 13.8 158.0 64.9

c/d*100 34.48 80.02 176.09 58.54 79.66

경량 콘크리트의 양생은 표 3과 같이 수 양생,항온항습실

내에서의 양생 그리고 장양생 등 3가지 환경으로 양생하여

압축강도 시험을 실시하 다.

표 3.경량 콘크리트 시험결과

구분
Slump Air 압축강도(MPa) 인장

강도

(MPa)

기건

도

(g/m3)(㎜) (%) 3일 7일 14일 28일

경

량

골

재

수 양생

170 4.2

14.620.225.828.8

2.2 1.825항온항습실 12.918.727.427.4

장양생 12.618.623.723.7

강재시험은 속시편시험(아연도 철 :0.5t),철선(D13,

D10,D8),래티스(5ϕ)등 총 5가지 시험이 진행되었으며

시험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강재시험결과

시험항목
항복강도

(MPa)

인장강도

(MPa)

연신율

(%)

탄성계수

(GPa)
비 고

아연도 철

(0.5T)
302 348 42 129

KS

B0802:

2003

철선(D13) 559 603 12 193
KS

D3552:

2003

철선(D8) 617 645 12 214

래티스(5ϕ) 564 594 15 207

3.실험결과

3.1하 -변 곡선

휨 단 내력 실험결과의 하 -변 곡선은 그림 8과

같다.휨내력의 경우 TD-B2의 내력이 TND-B1보다 40%

높게 나왔다. 한, 단내력은 TD-S2의 내력이 TND-S1

보다 70% 높게 나왔다.

3.2 기강성과 내력

각 실험체의 기강성 항복내력을 결정하기 하여 그림 9

와 같이 하 -변 곡선의 기 기울기(K)의 직선과 기 강

성의 1/3기울기(K/3)에 한 직선의 교 을 항복하 으로

정의하 다.실험결과 나타난 각 실험체의 기강성과 항복,

최 내력의 비교결과를 표5에 정리하여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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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휨 내력 실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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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단내력 실험체

그림 8.하 -변 곡선

그림 9. 기강성과 항복하 의 정의

표 5.실험체 기강성,항복내력 최 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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휨실험체의경우,TND-B1보다TD-B2가변 에서6~18%

낮은 연성능력을 보 다.하지만,모든 강성과 내력에서

38~23%의 높은 내력을 나타내었다.이러한 결과는 데크

이트가 설치되어있는 TD-B2의 실험체의 경우 높은 내력

을 보인 후,데크 이트가 항복하면서 실험체의 내력이

히 떨어졌기 때문인 것으로 단된다. 단실험체의 경우,

TD-S2가 TND-S1보다 항복변 는 76%높게 나타났지만,

최 변 는 20%높게 나타났다.이는 부재의 항복까지 데

크 이트가 내력을 발휘하며,변 를 제어하 다.하지

만,데크 이트의 항복이후 휨실험체와 마찬가지로 내력

이 히 떨어졌으며, 기강성과 항복,최 내력의 비교결

과 TND-S1이 TD-S2의 34~80% 내력을 발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3 괴거동

(a)가력사진 (b) 괴사진

그림 10.실험사진

(a)TND-B1(가력 ) (a)TD-B2( 앙부)

(c)TND-S1(가력 ) (d)TD-S2(지 의 사인장균열)

그림 11.실험체 괴사진

본 실험의 결과 각 실험체의 괴유형은 슬라 앙하부에

서 괴가 이루어지는 휨 괴모드와 지 에서 사인장 균열로

인한 괴가 이루어지는 단 괴모드를 나타내었으며, 괴

유형은 그림 10,11과 같다.

3.4변형률 분포

그림 12,13에서는 TND-B1과 TD-B2의 휨 성능에 한

강재 변형률 분포와 콘크리트 변형률 분포를 비교 분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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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하부 변형률 분포

그림 12.휨시험체의 강재 변형률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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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하부 변형률 분포

그림 13.휨시험체의 콘크리트 변형률 분포

그림 12(a)와 같이 TD-B2는 하 이 증가함에 따라 압축

역에 있는 것으로 확인하 고,TND-B1은 20kN부터 균

열이 발생된 것으로 확인되며 육안으로 균열이 찰된

29.89kN에서는 SSG1이 항복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

균열의 폭과 길이가 커진 59kN에서는 항복이 진행

인 것을 확인하 다.이것은 TD-B2실험체는 상부 철선이

실험종료시까지 압축력을 받는 반면 TND-B1실험체는 하부

데크 이트가 없으므로 콘크리트의 균열이 상부로 진행하

여 상부철선이 인장력을 받는 상태가 된 것으로 단된다.그

림 12(b),그림 12(c)에서 TD-B2가 TND-B1의 변형보다

게일어나는것을확인하 다.데크 이트가존재한 TD-B2

는 TND-B1과 달리 그림 13(a)에서 하 이 증가함에 따라

항복없이 상부의 변형률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 으나.그림

13(c)에서 최 균열 발생 후 균열 폭과 길이가 증가하 던

62.5kN에서 하부의 인장 역이 압축 역으로 바 는 것을

확인하 다.이는 TND-B1의 경우 상부의 변형률이 압축에

서 인장으로 바 것과 괴유형을 비교 분석한 결과 휨성능

을 평가하기 한 지 에서 항복이 시작되어 앙부 에 인

장 변형률이 발생하 다고 단되며,TD-B2의 경우 괴유

형 변형률을 분석한 결과 앙부 의 괴로 인하여 상부

의 변형률에 압축 역에 있는 것으로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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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하부 변형률 분포

그림 14. 단성능 평가 한 강재의 변형률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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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단성능 평가 한 콘크리트의 변형률 분포

그림 14,15에서는 TND-S1과 TD-S2의 당성능에 한

강재 변형률 분포 콘크리트의 변형률 분포를 분석하 다.

그림 14(a)와 같이 TND-S1의 경우 균열이 증가하고 있는

45kN에서 상부의 변형률이 인장을 받는 것으로 확인하 으

며,하 이 증가함에 따라 더욱 커지는 것을 발생하 다.

TD-S2의 상부는 140kN까지 압축력에 의하여 변형이 발생하

으나,균열이 더욱 증가되면서 항복을 하여 그 이후 인장 변

형이 발생된 것으로 단된다.그림 14(b)와 같이 TND-S1

의 앙부는 인장력을 받아 변형이 발생한 것을 확인하 으

며,SS5의 경우 다른 부분에 비하여 큰 변형이 발생하는 것

을 확인할 수 있었다.TD-S2의 경우 큰 변형이 발생하지 않

았으나 괴 시 에 변형이 격히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

다.그림 14(c)와 같이 하부의 변형은 두 실험체 모두 인장

력에 의한 변형임을 확인하 다.그림 15(a)와 같이 두 실험

체 모두 하 증가에 따른 상부의 콘크리트의 변형은 압축력

이 작용하는 것을 확인하 으며,이는 휨 성능 평가 단

성능 평가 모두 같은 것을 확인하 다.그림 15(b)와 같이

두 실험체 모두 하 이 증가함에 따라 비슷한 경향을 나타냈

다.그림 15(c)에서 TND-S1은 40kN까지는 하부에 인장력

이 작용하 으나 이 이후부터 압축에 의한 변형이 발생된 반

면 TD-S2의 하부는 인장력이 작용하는 것을 확인하 다.이

는 TND-S1과 TD-S2를 비교한 결과 괴 유형이 TND-S1

은 휨균열이 발생한 반면 TD-S2는 복부 단균열이 발생하여

괴되는 것을 확인하 다.

3.5휨성능 평가

콘크리트구조설계기 (2007)을 이용하여 데크 이트가

없는 TND-B1과 데크 이트가 있는 TD-B2의 하부 철근

단면 인장내력은 각각 301.8㎟와 186.21kN이다.여

기서 아연강 은 구조용으로 사용되지 않는 거푸집용이므로

내력 산정에 추가시키지 않았다.공칭 휨내력을 식(1)과 같

이 산정하여 표 6에 나타낸 바와 같이 17.09kN·m로 계산

되었으며 실험결과와 비교하 다.

   

   



 
 ′


(1)

여기서, :공칭 휨내력 (kN·m)

 :철근 단면 (㎟)

 :철근 항복강도(실험결과)(MPa)

 :슬래 윗면에서 데크 이트 도심까지의 거리 (㎜)

 :등가 직사각형 응력깊이 (㎜)

 :콘크리트 압축강도(실험결과)(㎜)

 :데크 이트 폭 (㎜)

표 6.공칭 휨내력과 두 실험체의 극한 휨내력 비교

실험체명 공칭 휨내력 (kNm) 극한 휨내력 (kNm)

TND-B1
17.09

21.98

TD-B2 31.21

실험체의 휨내력을 비교하기 하여 극한 휨내력과 공칭 휨

내력을 무차원화하여 비교한 결과 TND-B1은 공칭 휨내력의

29% 증가한 반면 TD-B2는 83% 증가하 다.

변형률 측정결과를 바탕으로 각 실험체의 휨강성을 분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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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표 7과 같이 데크가 없는 TND-B1은 2.36×10
3
kN·m,

데크가 설치된 TD-B2는 6.18×10
3
kN·m로 나타난 것으로

확인하 으며 2.62배의 휨강성이 증가한 것을 확인하 다.

표 7.철선일체형 데크슬래 의 휨강성

실험체명 휨강성 (kN·m) 실험체 /TND-B1

TND-B1 2.36×103 1.00

TD-B2 6.18×103 2.62

3.6 단성능 평가

콘크리트구조설계기 (2007)의 식(2)를 이용하여 공칭

단내력을 산출한 결과 표 8에 나타낸 바와 같이 35.97kN으

로 계산되었다.데크 이트가 없는 실험체 TND-S1의

단내력은 46.03kN,데크 이트가 있는 실험체 TD-S2는

80.83kN으로 나타났다.

 

  (2)

 :0.75(경량콘크리트)

 :복부 폭 (㎜)

표 8.공칭 단내력과 두 실험체의 극한 단내력 비교

실험체명 공칭 단내력 (kN) 극한 단내력 (kN)

TND-B1
35.97

46.03

TD-B2 80.83

실험체의 단내력을 비교하기 하여 극한 단내력과 공

칭 단내력을 무차원화하여 비교한 결과 TND-B1은 공칭

내력의 28% 증가한 반면 TD-B2는 125% 증가하 다.

4.결 론

본 논문은 경량콘크리트를 이용한 철근일체형 합성바닥구조

의 휨내력과 단내력을 평가하기 하여 데크 이트의 유

무를 변수로 총 4개의 실험체를 제작하여 실험을 수행하 으

며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 다.

(1)두실험체의공칭휨내력은17.09kN·m이며,데크 이

트가 있는 TD-B2의 실험결과는 1.83배인 31.21kN·m

로 나타났으며,데크 이트가 없는 TND-B1의 실험결

과는1.29배인21.98kN으로나타났다.

(2)데크 이트가없는TND-B1는하 지 에서항복이

시작되어 휨과 단에 의한 괴가 발생한 반면 데크

이트가 있는 TD-B2의 앙부의 휨 괴가 발생한 것

을확인하 다.

(3)두 실험체의 공칭 단내력은 35.97kN이며,데크

이트가 있는TD-S2의 실험결과는2.25배인80.83kN

로 나타났으며,데크 이트가 없는 TND-S1의 실험

결과는1.28배인46.03kN으로나타났다.

(4)경량콘크리트를 이용한 철선일체형 합성바닥구조의 휨

내력과 단내력은 콘크리트구조설계기 (2007)을 이

용한 설계내력에 비해 높게 나타났기 때문에 실무에

용가능성을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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