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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에 국내의 건설 장에서는 공기단축과 시공성 향상을 하여 구조분야에서 다양한 공법이 개발되고 있으며 HRC공법도

그 하나로서 주차장이나 사무소 건물에 용이 가능하다.이 공법은 구조 효율성을 높이기 하여 보의 간에 겔버 조인트를 도입하고 있

으며,핀 합부에는 공장에서 제작되는 HRC복합보 내부에 스터드 볼트가 용 된 연결 이트를 삽입하여 장에서 철골보와 볼트 합이

가능하도록 하 다.이 연구에서는 철골보와의 핀 합을 해 HRC복합보의 내부에 삽입된 연결 이트와 콘크리트와의 일체성 확보를 검증

하기 하여 6개의 실험체에 하여 연결 이트의 길이와 높이, 이트에 용 되는 스터드 볼트의 수를 변수로 하여 실험을 실시하 다.

실험결과는 처짐과 철근의 변형도에 하여 행규 에 따라 비교하 다.실험결과 주어진 하 의 범 내에서 스터드 볼트가 용 된 연결

이트와 철근콘크리트보는 일체성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ABSTRACT：Recently,forthepurposeofreducingworktermsandimprovingperformanceforconstructionwork,various

methodsinstructurefieldweredeveloped.ThisincludedtheHRCsystem whichisapplicabletoatypicalstructure(e.g.,

parkingand officebuilding).TheHRC system introduced theGerberJointtoraisestructuralefficiencyand used

connectionplatetoboltHRCcompositebeamtoHbeamintheconstructionfield.

Inthisresearch,theexperimentaltestsforsixspecimens,whichwereinthesamefieldconditions,wereconductedwith

severalparameterssuchasthelengthandheightoftheconnectionplateandthenumberofstubbolts.Thetestresult

wascomparedwiththosemadebycurrentdesigncodesforthedeflectionandstrainsofthemainbar.Withinthegiven

load,theintegrationofconcreteinbeamandconnectionplate,weldedwithstudbolts,wasverified.

핵 심 용 어 :겔버조인트,연결 이트,T형보,스터드 볼트

KEYWORDS:Gerberjoint,connectionplate,T-beam,studbolt

                                                                                                                        

1.서 론

최근의 우리나라의 건설업계에서는 인건비 상승, 장에서

숙련된 기능인력의 부족,건축 자재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인

하여 시공성 향상은 물론 공기단축과 비용 감을 해 다양

한 공법이 개발되고 있다.

1)교신 자.동양미래 학 건축과 교수,공학박사,구조기술사

(Tel:02-2610-1807,Fax:02-2610-1857,E-mail:sklee@dongyang.ac.kr)

2)인하 학교 건축공학과 교수,공학박사(jyang@inha.ac.kr)

3)(주)한주ST 표(mjcs1@paran.com)

4)(주)한주ST이사(pmjey@naver.com)

5)한라건설(주)기술개발부 이사(p08478@halla.co.kr)

이러한 시 의 흐름에 따라 개발된 HRC 공법(Hybrid

ReinforcedConcreteSystem withGerberJoint)의 경

우도 주차장과 같은 용도의 건축물에 토목의 교량에서 리

사용되고 있는 겔버보의 개념에 철골과 개량된 PC보(이하

HRC 복합보)를 사용하여 구조 효율성을 높이고,철골과

철근콘크리트의 장 을 살리기 해 개발된 공법이다.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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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 게재하겠습니다.



이수권․양재근․송창석․장은 ․문 철

378 한국강구조학회 논문집 제23권 3호(통권 112호)2011년 6월

HRC복합보는 그림1과 같이 철골보와의 볼트 합을 해

스터드 볼트가 용 된 삽입 이트와 공장에서 타설된 PC

로 이루어져 있으며,공장에서 PC로 제작된 후 장으로 운

반되어 고력볼트를 사용하여 철골보와 핀 합된 후 장 타

설된 콘크리트 슬래 와 일체로 되어 T형보로 거동한다.

그림2(a)와 같이 연속된 강 골조의 경우 단부는 완 고정

에 가깝게 되어 단부의 휨모멘트가 앙부에 비해 2배 정도

로 커지게 되어 부재의 크기는 단부의 휨모멘트에 의해 결정

콘크리트슬래브

PC(공장 작)

연결플레이트

상부주근

데크

플레이트

그림 1.HRC복합보의 형상

그림 2.겔버조인트 개념을 도입한 모멘트 재분포

되므로, 앙부는 비경제 인 설계가 된다.이 때 정모멘트와

부모멘트는 략 보길이의 1/4지 에서 바 게 되는데 겔버

보에서는 겔버조인트에 의하여 변곡 이 정해지므로 이러한

변곡 의 치를 그림 2(b)에서와 같이 단부 쪽으로 강제

으로 이동시키면 단부의 부모멘트는 어 들고 앙부의 정

모멘트는 커지게 되어 단부와 앙부의 휨모멘트 크기의 차

가 어 보다 경제 인 설계가 가능하다.HRC공법은 공장

에서 제작된 HRC복합보에 이러한 겔버보의 개념을 도입한

것으로서 부모멘트가 작용하는 단부 부분은 H형강이,정모멘

트가 작용하는 앙부는 HRC복합보가 장에서 타설된 콘

크리트 슬래 와 일체를 이루어 T형보로 지지하는 방식이다.

이 공법을 용하면 휨모멘트 분포의 최 화와 더불어 철골

구조와 철근콘크리트가 가지는 장 만을 이용함으로써 처짐

내력에 유리한 구조가 되어 기존의 공법보다 보부재의 춤

을 100∼250mm 정도 낮출 수 있어 층고 감은 물론이고,

철골 물량감소로 인한 공사비 감으로 경제성을 극 화할

수 있다. 한 HRC복합보를 공장에서 PC로 제작하어 장

에 반입한 후 장에서 철골조와 동일하게 고력볼트만을 사

용하여 핀 합되므로 철골구조와 동등 수 의 품질확보

공기단축이 가능하다.

HRC복합보는 철근콘크리트 T형보의 웨 부분에 구조계

산에 의해 산정된 스터드 볼트가 용 된 이트를 삽입하여

공장에서 제작되고, 장에서는 T형보에 삽입된 이트와

H형강을 고력볼트로 핀 합 한 후 장에서 슬래 부분의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일체화시킨다.T형보 내부에 삽입된 연

결 이트는 단순지지된 T형보의 단력을 지지하면서 동시

에 H형강과 철근콘크리트 T형보를 힌지(hinge)로 합하기

한 용도이므로 H형강 웨 의 두께와 동일한 것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연결 이트 단부의 콘크리트가 채워지지

않는 부분은 구조 안정성을 높이기 하여 하부에 이트

를 용 하여 제작한다. 한 연결 이트와 콘크리트와의

일체성 확보를 하여 이트에 구조계산에 의해 산정된 스

터드 볼트를 일정한 간격으로 설치하고 스터럽을 배근한다.

이 연구의 목 은 실험을 통하여 HRC복합보가 가지는 구

조 거동과 하 지지능력을 평가하고,철골보와 핀 합을

해 콘크리트 내에 삽입되는 연결 이트의 일체성을 검증하

는 것이다.

2.이론 고찰

HRC복합보에 한 실험결과를 콘크리트설계기 에 따른

이론식과 비교․검토하기 하여 그림3과 같은 실험체 단면

에 하여 T형보가 공칭휨강도에 도달하기 한 가력하 을

산정한 후 이 가력하 에 해 처짐 연결 이트에 용

되는 시어커넥터의 개수를 산정하면 다음과 같다.

2.1T형보의 공칭휨강도

시험체의 단면상세는 그림 3(a)와 같고,주인장철근은

9-D22,상부 랜지의 압축철근은 2-D19로 배근되어 있으

며,시험체에 한 공칭강도는 콘크리트의 압축강도와 인장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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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의 항복강도를 각각    ,   으

로 가정하여 다음과 같이 산정하 다.

․등가응력블록폭깊이

 
  

 ′ 
     

이므로 립축이T형보의 랜지에 치한것을알수있다.

․T형보의공칭모멘트 

  ′   ′  ′  
 

  ·

․공칭하 

앞에서 구한 공칭모멘트의 값을 실험조건과 동일하게 하기

하여 스팬이 4.0m이고 앙부 집 하 을 받는 단순보의

휨모멘트 산정공식을 사용하면

 

×


×
  

으로 구할 수 있다.따라서 이 실험에서는 실험체가 앞에서

구한 공칭강도에 도달할 때까지 콘크리트 내부에 삽입된 연

결 이트가 콘크리트와 분리되지 않아야 HRC공법이 구

조 으로 제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

2.2T형보의 처짐

2.1 에서 구한 공칭하 을 실험체에 가력하 을 때 실험

체 앙부에 생기는 최 처짐을 콘크리트설계기 (한국콘크

리트학회,2008)에 따라 산정하면 다음과 같다.

․유효단면2차모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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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크리트탄성계수

  
    

․처짐산정

 
×××
×××


×××
××

     

2.3시어커넥터의 산정

HRC복합보 내부에 삽입되는 연결 이트와 콘크리트와

의 일체성 확보를 해 시어커넥터를 연결 이트에 용 하

며,연결 이트와 콘크리트 사이에 발생하는 단력은 시어

커넥터가 모두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2.1 에서 구한 공칭

하 이 작용할 때 필요한 시어커넥터의 개수를 강구조 설계

기 (한국강구조학회,2003)에 따라 산정하면 다음과 같다.

의 스터드커넥터를 사용하는 경우 감소계수   

이므로 콘크리트에 매입된 스터드커넥터 한 개의 허용내력

는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 

 ××× 

   ≤ ×   

따라서공칭하 이작용할때필요한스터드커넥터의개수는

      개

이다.따라서가장불리한시험체에사용된스터드커넥터의개

수는 20개이므로 연결 이트는 충분히 안 하게 설계되어

있음을알수있다.

3.실험계획 방법

3.1실험계획

일반 으로 T형보에 한 구조 거동은 기존에 이론 으

로충분히검증되어있으며,연결 이트의삽입으로인해휨

강도에 커다란 차이는 없을 것으로 단되므로 시험체의 계획

은T형보의휨강도보다는연결 이트와철근콘크리트보와의

하 달과정을 규명하는 것을 주요 목 으로 하 다.실무

으로 겔버 조인트에 작용하는 단력은 최 200kN내외가

될것으로 측되므로고력볼트 합부는F10T-M20의양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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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실험체 일람표

시험체명
연결
이트

이트
높이(mm)

스터럽
간격

이트
길이(m)

상 괴하 (kN)
비 고

휨인장 볼트 단

HRC-CP-h300-N 연속 300 D10@300 4.0 586 600

HRC-CP-h300-TF 연속 300 D10@300 4.0 586 600

HRC-CP-h400-N 연속 400 D10@300 4.0 586 600

HRC-DP-L1.1-s200-N 불연속 300 D10@200 1.1 586 600

HRC-DP-L1.5-s200-N 불연속 300 D10@200 1.5 586 600

HRC-DP-L1.1-s200-TF 불연속 300 D10@200 1.1 586 600

1)HRC-CP-h300-s200-TF

2)주인장하부철근은 구간9-HD22임.

3) 괴시하 은 앙부1 가력시의값임.

4)스터드볼트∅(양면)

상부 이트 보강

스터럽 간격:200mm,300mm

CP:연속 이트,DP:불연속 이트

삽입 이트 높이h:300mm,400mm,길이L:1.1,1.5m

그림 4.실험체의 가력장치

그림 3.실험체 상세

합으로설계하 으며휨철근의경우는실험실의가력조건을

고려하여9-HD22로배근하여휨에의한 괴가생기기 에

연결 이트와의 합부에서 괴가생기도록계획하 다.

이 연구에서는 T형보의 경우 PC보 내부에 삽입된 이트

의 향에따른휨과 단 처짐에 한구조성능을,겔버조

인트의 경우는 웨 에 고력볼트를 사용한 핀 합의 거동과 연

결 이트와스터드볼트를통한하 의 달에 해분석한

다.이를 해 시험체를 우선 연결 이트의 연속,불연속으

로 구분한 후 연속 이트의 경우에는 연결 이트의 높이

와 합부 부분의 상부 랜지 보강 유무를 변수로 하 으며,

불연속 이트의 경우는 이트의 콘크리트에 묻히는 길이

가 하 달에 미치는 향을 조사하기 해 철근콘크리트 보

의 춤의 2배에 해당하는 1.1m와 1.5m로 하 으며 한 상

부 랜지의 보강 유무로 하 다.연결 이트와 철근콘크리

트 보와의 일체성 확보를 해 스터드 볼트를 2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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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으로배치하 으며이때연결 이트에용 되는스터

드볼트는용 성을고려하여서로엇갈리게하 다.스터럽은

연속 이트의 경우에는 연결 이트의 단강도에 한

기여도를 고려하여 D10@300으로 하 으며 불연속 이트

경우에는 구간에 걸쳐 D10@200으로 하 다.시험체의 상

세와계획에 한것은각각그림4,표1과같다.

그림 5.공장에서 제작된 HRC복합보

3.2실험방법

실험체의 설치 가력장치는 그림 4와 같이 H형강을 내민

보로 설치한 후 공장에서 제작한 HRC복합보를 실험실에서

조립한후,하 은최 용량이2,000kN인유압잭을사용하여

보 앙에집 하 으로가력한다.

핀 합부부분과T형보 앙부와단부에LVDT(1/100mm)

를 설치하여 하 -변 곡선을 구하고,스트 인 게이지는 인

장응력을 받는 철근과 내부 이트의 스트 인 게이지를

부착한 후 TDS-302를 사용하여 변형률을 측정한 후 하 -변

형률 곡선을 구한다.그림 4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인장철근의

스트 인 게이지는 연결 이트의 양쪽 단부로부터 400mm

떨어진 곳과 앙부에 설치되었으며,인장철근의 스트 인게

이지가 부착되는 동일한 치에 스터럽과 연결 이트에 게

이지를부착하여거동의일체성을확인할수있도록하 다.

연결 이트의상부와하부에각각LVDT를설치하여실험

체가가력되는동안에연결 이트의변화가생기는지확인할

수있도록하 다.

이 외에 LVDT를 HRC복합보 양단부의 철근용 스트 인

게이지 부착 치와 앙부에 설치하여 처짐을 측정할 수 있도

록 하 다.모든 LVDT는 최 변 50mm의 값을 측정할

수있고0.005mm단 로측정이되었다.

그림5는공장에서제작된HRC복합보를나타내고있다.

4.실험결과

4.1재료실험결과

그림 6.주인장철근의 응력-변형률 곡선

시험체에사용된콘크리트,주인장철근 연결 이트에

한 재료 실험결과 주인장철근의 응력-변형률 그래 는 그림 6

과 같다.콘크리트 공시체의 경우 설계 압축강도는 24MPa이

었지만 KSF2405콘크리트 압축강도시험 방법에 따른 결과

모든공시체의콘크리트압축강도는평균34.3MPa로써설계

강도보다상회하고있는것을알수있다.주인장철근의경우도

  의 항복강도를 가지고 있지만 재료실험결과에

의하면   의 값으로 항복강도보다 크게 나타났다.

연결 이트의 시험편에 한 경우도 평균   

로나와기 항복강도   보다크게나타났다.

4.2실험결과 분석

4.2.1CP계열 시험체

그림 7은 T형보 내부에 삽입된 연결 이트가 연속인 실험

체의경우작용하 에 한실험체의처짐과 앙부최 인장

변형률을비교한그래 이다.연속 이트의경우연결 이

트 웨 의 높이,연결 이트 상부 랜지 보강 유무에 계

없이 처짐이나 주인장철근의 변형률에 큰 차이가 없음을 알

수있다.HRC-CP-h300-N,HRC-CP-h300-TF시험체의경

우는 가력 장치의 용량이 1,000kN밖에 되지 않아 안 율을

고려하여800kN에서제하하 다.나머지시험체는최종 괴

상태까지가력하기 하여가력장치의용량을2,000kN으로

늘려서 실험하 다.설계 상 괴하 은 콘크리트의 강도와

주인장철근의강도가각각24MPa,400MPa일경우에휨인

장에 의한 하 이 594.4kN이고,고력볼트 단에 의한 하

이 600kN이기 때문에 두 시험체 모두 주인장철근이 완 히

항복하기 에 상 괴하 을 넘어섰으므로 안 하다고

단한다.가력 장치의 용량을 2,000kN으로 올려서 실험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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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C-CP-h400-N의경우최 하 은900kN이었고,이때압

축을 받는 T형보의 상단에서 콘크리트의 완 압괴가 생기

고,주인장철근의변형률은0.02이었다. 한최 하 이작용

한경우에도고력볼트 합부에서고력볼트의 단이나슬립에

의한변형은 찰되지않았다.CP계열 시험체의 경우 앙

시험체 명
최 처짐(mm) 철근

변형률실험값 이론값

HRC-CP-h300-N 7.52 8.95 0.0016

HRC-CP-h300-TF 7.04 8.95 0.0017

HRC-CP-h400-N 8.80 8.95 0.0016

표 2.공칭하 에서의 CP계열 시험체

그림 7.CP계열 시험체의 비교

부최 처짐은모두이론값보다작게나오고있는데이는연속

이트가 보의 강성에 기여했기 때문이고. 한 주인장철근

의 변형률도 아직 항복에 이르지 않고 있는데 이 한 연속

이트가보의내력에기여하고있기때문이다.CP계열시험

체모두최 하 을가력할때까지연결 이트와콘크리트의

분리 상은보이지않고있어콘크리트와연결 이트는일체

화된것으로 단된다.

4.2.2DP계열 시험체

표3과 그림 8에 나타난 바와 같이 불연속 연결 이트가

삽입된 시험체의 경우도 모든 시험체가 처짐과 변형률이 유

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된 바와 같이 CP계열의 시험체

보다 처짐과 변형률이 모두 크게 나왔으며, 앙부 최 처짐

의 경우 이론값보다 실험값이 약간 크게 나왔으나 오차는 허

용범 이내인것으로 단된다.CP계열과달리주인장철근

시험체 명
최 처짐(mm) 철근

변형률실험값 이론값

HRC-DP-L1.1-s200-N 9.95 8.95 0.0022

HRC-DP-L1.5-s200-N 9.46 8.95 0.0020

HRC-DP-L1.1-s200-TF 9.22 8.95 0.0020

표 3.공칭하 에서 DP계열의 시험체

그림 8.DP계열 시험체의 비교

의 변형률의 경우 철근이 항복한 이후 연결 이트의 기여

가 없기 때문에 일반 인 철근콘크리트 보에서와 같은 소성흐

름을보이고있음을알수있다.

4.2.3연결 이트 길이에 따른 비교

그림 9는 T형보에 삽입되는 연결 이트 길이를 변수로 하

고 나머지 조건들은 동일하게 한 실험결과이다.그림 9(a)에

나타난바와같이연결 이트상부 랜지보강이되지않은

N 계열 시험체의 경우 연결 이트의 길이가 각각 1.1m,

1.5m인 경우 거의 동일한 하 -처짐 양상을 보이고 있어 불

연속인 경우 연결 이트의 길이가 처짐에 미치는 향은 크

지않은것을알수있다.그러나연결 이트가연속인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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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연결 이트의 길이에 따른 비교(N)

와 불연속인 경우로 구분하여 비교하면 공칭하 이 작용할 때

처짐의 차이가 최 2mm이내로 나타나고있어 연속된연결

이트의경우는연결 이트가보의휨강성에어느정도는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9(b)의 하 -변형률의

경우도 하 -처짐에서와 같이 불연속 이트의 경우 이

트의 길이에 따른 차이는 크지 않으나 연결 이트가 연속인

경우가불연속인경우보다항복하 이비교 크게나와하 -

처짐의 경우보다 연속된 연결 이트가 보의 휨내력에 주는

향이크기때문인것으로 단된다.

HRC-CP-h300-N시험체역시 하 을 더 받을수 있을 것

으로 측되었으나 소기의 실험결과를 얻은 후에 최종 괴

까지가력은하지않았다.HRC-DP-L1.5-s200-N시험체의

앙부 최 변형률이 0.0024를 넘어선 부근에서 격한 변

형률의 증가를 보이는 것은 볼트 합부에서의 미끄러짐

상으로인한것으로 단되며이는하 -처짐곡선과 비틀림

표 4.연결 이트 길이에 따른 앙부 최 처짐(N)

실험체 명

최 처짐

변형률실험값

(mm)

이론값

(mm)

HRC-CP-h300-N 7.52 8.95 0.0016

HRC-DP-L1.1-s200-N 9.95 8.95 0.0022

HRC-DP-L1.5-s200-N 9.46 8.95 0.0020

상을 나타내는 곡선에서도 확인이 되었다.공칭하 에서의

연결 이트 길이에 한 앙부 처짐과 변형률은 표4에 정

리되어있다.

4.2.4연결 이트의 춤과 상부 랜지 보강에 따른 비교

그림 10은 연속된 연결 이트가 삽입된 경우 다른 조건은

동일하게 하고 연결 이트의 춤을 300mm와 400mm의

변수로 하여 비교한 그래 이다.그림에 나타난 바와 같이 두

시험체 모두 처짐과 변형율에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

나 연결 이트의 춤은 시험체의 거동에 큰 향을 주지 않

는 것으로 나타났다.따라서 연결 이트의 춤은 콘크리트보

의춤에따른시공성을고려하여결정할수있다.

보상부 데크 이트의 설치시 시공성을 고려하여 연결 래

이트 상부에 설치되는 랜지의 보강유무에 의한 차이는 없

는것으로조사되었다.

표 5.연결 이트 춤에 따른 비교

실험체 명

최 처짐

변형률실험값

(mm)

이론값

(mm)

HRC-CP-h300-N 7.52 8.95 0.0016

HRC-CP-h400-N 8.80 8.95 0.0016

그림 10.연결 이트의 춤에 따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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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5연결 이트와 콘크리트의 부착

공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에 미리 매입된 연결 이트와

콘크리트와의 합부부분은HRC복합보의핵심이되는사항

으로서겔버조인트내부의단순지지된T형보가공칭강도에도

달할때까지연결 이트와콘크리트와 합부부분에균열이

나분리 상이발생되어서는안된다.

실험결과불연속연결 이트의경우연결 이트의길이에

계없이 콘크리트 타설 시 에서 시험체가 최종 괴에 이를

때까지 합부부분에균열이나분리 상은발견되지않아 합

부 부분은 충분히 안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 연결 이

트의높이를300mm와400mm로하여비교한결과에도큰차

이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어 시공성을 고려하여 연결 이트의

높이를 300mm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단된다.불연

속 연결 이트의 경우도 길이가 1.1m나 1.5m모두 안 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합부의 안 에 한 요성을 고려하여

연결 이트의길이는1.5m정도로하는것이바람직하다.

HRC-CP-h400-N시험체의 경우 최 가력하 980kN에

서 단부 쪽의 윗부분에서 연결 이트가 분리되는 균열이 발

생하 으나 작용하 이 980kN인 경우는 HRC복합보의 주

인장철근이 완 항복한 상태 이후이므로 합부는 안 한 것

으로 단된다.

연속 이트의 경우는 불연속 이트보다 합성능도 우

수하고 T형보의 휨 단내력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

되었으나시공성을고려하여 용하는것이바람직하다.

5.결 론

HRC복합보의 구조성능 평가를 해 연결 이트의 연속

불연속,길이 높이,연결 이트의상부 랜지보강유

무를변수로한실험결과에서다음과같은결론을도출하 다.

(1)시험체 제작과정과 시험체의 세 실험 완료까지 시

험체와삽입 이트의부착에 한균열과같은문제

은발생하지않았으며,처짐은연결 이트가연속,불

연속모두허용오차범 에있는것으로조사되었다.

(2)콘크리트와 연결 이트의 일체화를 해 사용되는 스

터드볼트의개수는이론 으로4개정도밖에필요하지

않으나시공성과안 성을고려하여그림3과같이각면

에10개씩지그재그로배치한다.

(3)연결 이트의 상부 랜지 보강의 유,무에 계없이

연결 이트가 불연속인 경우는 연결 이트의 길이

가 HRC복합보의 처침과 부재내력에 큰 향을 주고

있지않는것으로나타났으나연결 이트가연속인경

우는 연속 이트가 HRC복합보에 구조 으로 기여

하고있음을알수있다.

(4)실험결과 연결 이트의 높이는 실험체의 구조 거동

에 큰 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공성과

콘크리트보의춤을고려하여300mm정도로하는것이

바람직하다.불연속 연결 이트의 경우 길이로 인한

일체화에는차이가없으나 합부의안 에 한 요성

을 고려하여 연결 이트의 길이는 1.5m정도로 하는

것이바람직하며품질확보를 해서는PC제작시연결

이트의정확한 치확보가요구된다.

(5)불연속 연결 이트가 사용된 경우에도 연결 이트

의 길이에 계없이 콘크리트 타설 시 에서 시험체가

최종 괴에이를때까지 합부부분에균열이나분리

상은 발견되지 않아 연결 이트와 콘크리트는 충분히

일체로거동하는것으로조사되었다.

(6)연속 이트의 경우는 불연속 이트보다 합성능도

우수하고 T형보의 휨 단내력에 기여하고 있는 것

으로조사되었으나시공성을고려하여 용하는것이바

람직하다.

(7)철골보와 시험체간의 단순 합부는 허용지지력이 300

kN으로 설계하 으나 모든 시험체가 설계강도를 지나

최 하 에도달할까지도 합부에변형이생기지않고

안 한것으로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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