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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메가형 강판을 중공체로 사용한 데크플레이트 슬래브의

진동 및 내화에 관한 실험적 연구

An Experimental Study on the Vibration and Fire Resistance

of Steel Void Deck Plate Slab for Omega-steel plate

김 상 섭1)† · 유 덕 수2)

Kim, Sang Seup Ryu, Deog Su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기존의 데크플레이트 슬래브에 오메가형 강판을 중공체로 사용한 데크플레이트 슬래브의 진동 및 내화성능을

평가하는 것이다. 오메가형 강판의 삽입으로 인한 데크플레이트 슬래브의 진동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서 슬래브 두께를 주요 변수로 하였으며,

각각 150mm 실험체 3개와 200mm 실험체 3개를 제작하였다. 각 실험체는 슬래브 두께별로 기존의 데크플레이트 슬래브 1개와 콘크리트 토

핑두께(오메가형 강판의 높이)를 변수로 하는 2개의 실험체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내화성능을 평가하기 위해서 실물크기의 실험체 2개(동일

크기)를 제작하였다. 진동에 대한 실험결과 오메가형 강판이 삽입된 철선일체형 데크플레이트 슬래브는 고유진동수가 12.66Hz~14.09Hz로

써 중공부로 인한 진동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내화성능에 대한 실험 결과 각 실험체는 실험시간 2시간 동안 하중지지력, 차열성,

차염성에 대한 평가기준을 모두 만족하였다. 따라서 오메가형 강판을 삽입한 철선일체형 데크플레이트는 효과적으로 콘크리트 사용량을 저감하

면서도 기존의 데크플레이트에 준하는 진동 및 내화성능을 갖춘 것으로 판단된다.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assess the vibration capacity and the fire resistance capacity of a deck plate slab

using an omega steel plate as the void deck plate. First, to evaluate the vibration capacity of the deck plate slab after

the insertion of the omega steel plate, three 150mm specimens and three 200mm specimens were made using the slab

depth as the main variable. Each specimen consisted of an existing deck plate and two specimens, using the topping

depth as the variable according to the slab depth. Second, two real-size specimens were made to evaluate the fire

resistance capacity. The results of the test showed that the steel-wire-integrated deck plate slab that was inserted in the

omega steel plate did not have a vibration problem due to the void deck plate, because the natural frequency was

12.66-14.09 Hz in the vibration test, and each specimen satisfied the appraisal standards for the load capacity, heat

block quality, and chloride inhibition for two hours in the fire resistance test. Consequently, the steel-wire-integrated

deck plate slab that was inserted in the omega steel plate can be reduced using the concrete volume and can have higher

vibration and fire resistance capacities, similar to the existing deck plate.

핵 심 용 어 : 오메가형 강판, 중공 데크플레이트, 진동, 내화

KEYWORDS : omega-steel plate, void deck plate, vibration, fire resistance



1. 서 론

최근 지구환경 문제가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이슈가 되면서

선진국을 중심으로 이 문제에 공동대처하려는 노력이 활발하

게 이루어지고 있다. 기후변화 정부간협의체 IPCC는 1991

년 1차 보고서를 통하여 CO2 등의 온실가스를 지구온난화의

1) 교신저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건축공학부 교수

(Tel: 041-560-1330, Fax: 041-560-1224, E-mail: kimss@kut.ac.kr)

2)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건축공학부, 공학석사(archiryu79@nate.com)

주요원인으로 지적하고,3)CO2 배출량의 즉각적인 감축을 주장

하면서 기후변화협약 교섭의 실시를 권고하였다. 2005년 2

월 교토의정서가 발효됨에 따라 환경부하의 저감 및 친환경

적 산업육성을 위한 국가차원의 친환경생산체계 구축이 시급

한 실정이다. 특히 건설업은 전체 이산화탄소 발생량의 36%

를 차지하므로 온실가스 감축 노력이 필요한 산업분야이다

본 논문에 대한 토의를 2012년 6월 30일까지 학회로 보내주시면 토의 회답을

게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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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실험체명
두 께

(mm)

폭

(단위 폭)

(mm)

길 이

(지점거리)

(mm)

토핑

두께

(mm)

Ω형강판

단면적

(mm²)

Ω형강판

중공면적

(mm²)

단면 결손율

(%)

A

시리즈

SLD-M-150-150

150

765

(750)

4,400

(4,000)

150 0 0 0.0

SOD-M-150-75 75 660 17,558 15.3

SOD-M-150-50 50 746 24,938 21.7

B

시리즈

SLD-M-200-200

200

200 0 0 0.0

SOD-M-200-75 75 862 30,590 20.0

SOD-M-200-50 50 904 34,176 22.3

표 2. 실험체 제원

구 분 항 목 사 양

ICP 가속도계

(3191A)

capacity ±1 g

output voltage ±5 V

volt sensitivity 5000 mV/g

transverse sensitivity 5%

DYNAMIC

ANALYSER

(data Physics)

channel 4

filter 90 db

acquisition 1Hz~80kHz

표 1. 계측기기의 기본사양

그림 1. 오메가형 강판을 삽입한 철선일체형 데크플레이트의 형상

(전민녀 등, 2009).

건축공사에서 대표적인 바닥슬래브 시스템으로 데크플레이트

가 있다. 데크플레이트는 일반적으로 구조용 데크플레이트와

비구조용 데크플레이트로 구분된다. 구조용 데크플레이트는 데

크플레이트에 사용된 아연도 강판이 슬래브의 하부인장 철근

역할을 하는 합성데크를 말하며, 비구조용 데크플레이트는 아

연도 강판이 비구조재로 사용된 것이며, 주로 철근 트러스 데

크플레이트를 말한다. 여기서, 비구조용 데크플레이트는 가설공

사 및 거푸집공사의 생략으로 인한 경제성 및 시공성에 대한

사항은 지금까지 많은 연구를 통해 우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최근 건축물은 고층화, 대형화 되고 있으며, 건설기술의

발전에 따라 평면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무지주·장스팬으로 이

루어진 구조시스템을 주로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데크플레이

트 슬래브 시스템은 사용하중에 의한 바닥 진동문제 및 층간소

음을 유발시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홍건호 등, 2005).

현재 건축구조물에 대한 층간소음과 진동이 사회적인 문제

로 대두되고 있으며, 국가차원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준이 강화되고 있다. 따라서 강화된 기준을 만족하기 위하

여 슬래브 두께를 증가시키는 방법으로 기준이 변경되고 있

는 실상이다(건설교통부고시 2004-71호, 2005-122호).

그러나 슬래브 두께의 증가는 자중의 증가를 초래하며, 내

진성능의 저하 등 건축물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을 갖

는다. 따라서 슬래브 두께를 증가시키면서 자중은 크게 증가

하지 않도록 하기위하여 오메가형 강판을 중공체로 삽입한

신형상 데크플레이트 슬래브에 대한 실험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그림 1과 같이 기존의 철선일체형 데크플레

이트에 오메가형 강판을 삽입한 자중저감형 중공 데크플레이

트를 개발하였으며, 오메가형 강판의 삽입 유·무에 대한 데크

플레이트 슬래브의 진동성능에 대하여 평가하였다.

또한 본 실험에서는 오메가형 강판을 삽입한 철선일체형 데

크플레이트 슬래브의 내화성능을 평가하기 위하여 실물대 실

험체(4,000×3,000) 2개를 제작하여 2시간 내화성능에 대하

여 평가하였다. 그림 1은 오메가형 강판을 삽입한 데크플레

이트의 형상을 나타낸 것이다.

2. 진동실험

2.1 실험개요

본 연구에서는 오메가형 강판을 삽입한 철선일체형 데크플

레이트의 중공 유무에 따른 사용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그림

2와 같이 진동계측을 실시하였다. 표 1은 본 실험에서 사용

된 계측기기의 기본사양을 나타낸 것이다. 충격진동, 상시진

동에 대하여 ICP(Integrated Circuit Piezoelectric) 가속

도계 센서 2개를 이용하여 진동계측 및 분석을 실시하였다.

각각의 가속도계 센서는 슬래브 정중앙에서 각각 10cm씩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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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하여 설치하였으며, Ch.01과 Ch.02로 구분하였다.

표 2는 본 실험에서 사용한 실험체의 제원이다. 여기서 A

시리즈는 슬래브 두께가 150mm인 실험체, B시리즈는 슬래

브 두께가 200mm인 실험체라고 구분하였다. 또한 진동실험

체는 기존 철선일체형 데크플레이트 슬래브 실험체 2개와 오

메가형 강판을 삽입한 철선일체형 데크플레이트 슬래브 실험

체 4개를 제작하여 총 6개의 실험체를 가지고 실시하였으며,

순경간 4,000mm, 단위 폭 750mm이다.

2.2 실험방법

본 실험은 그림 2와 같이 단순지지된 철선일체형 데크플레

이트의 고유진동수를 얻기 위하여 고무망치에 의한 충격 가

진을 통하여 실험체에 자유진동을 주었다. 이때 ICP가속도계

로부터 얻은 자유진동파형의 파워스펙트럼을 통하여 각 실험

체의 고유진동수를 계측하였다. 고유진동수는 1초간의 확대

된 자유진동파형을 통하여 확인하였다. 또한 최종적으로 충격

가진에 의한 고유진동수 값을 상시진동에 의한 값과도 상호

비교하였다.

(a) 계측기기

(b) 센서 부착위치

그림 2. 가속도 센서의 부착 위치 및 계측기기

그림 3. 단순지지된 실험체 전경

2.3 고유진동수 평가기준 및 측정결과

일반적으로 바닥구조의 상하진동에 대한 고유진동수의 제한값

은 각 나라의 기준 마다 다소 상이하다. 표 3은 CEN EC

3/1(Eurocode3, Part1)에서의 바닥진동 제한값을 나타낸 것

이며, 식(1)은 ANSI S3.29, LRFD, CAN/CSA S16.1,

AISC steel design guide 11 및 강구조 한계상태설계기준 등

에서 사용하고 있는 고유진동수 산정식이다. 고유진동수는 단부

지지조건에 따라 처짐에 대한 중력가속도의 제곱근으로 나타내

며, 식 (1)은 단순지지인 경우이다. 등분포하중을 받는 단순지

지보(또는 슬래브)로 고유진동수를 산정하는 이유는 해당스팬에

작용하는 충격에 의한 진동은 단순지지거동으로 평가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때 진동으로 발생하는 동적하중은 정적하중에 비해

1.35배 증가한 탄성계수비( )로 조정하며, 강성

산정 시 단면 2차 모멘트는 슬래브와 보의 합으로 구한다.

구분
최소고유진동수

(Hz)
한계변형의 합계

(mm)

보행바닥 3 28

리듬운동을 하는 바닥 5 10

표 3. CEN EC 3/1에서의 바닥진동 제한값

 


 
 




 
(1)

여기서,  : 고유진동수(Hz)

  : 탄성계수

 : 단면 2차 모멘트

 : 단위 길이당 질량

: 순 경간 길이

 : 기본진동모드의 진동수 계수

단순지지보 =9.869

양단고정보 =22.37

캔틸레버보 =3.516

1단고정·타단 롤러보 =15.418

그러나, 국내에서는 아직 진동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

지 않기 때문에 최소고유진동수를 3Hz에서 9Hz까지 다양하

게 범위를 한정하고 있다. 이는 인간이 4Hz에서 8Hz사이의

진동수에 대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이다. 또한 점프

로 인한 진동감지와 공진이 발생하는 경우 등 조건이 다소

상이하기 때문이며, 최대 제한치도 편차가 있다. 국내에서 생

산되는 데크플레이트는 제조사별로 설계편람을 제시하고 있

으며, 설계편람에는 계산에 의한 고유진동수 비교 시 15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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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1의 파워스펙트럼 ⓑ Ch.2의 파워스펙트럼 ⓐ Ch.1의 파워스펙트럼 ⓑ Ch.2의 파워스펙트럼

(a) 충격가진에 의한 SLD-M-200-200 실험체의 스펙트럼 (b) 상시진동에 의한 SLD-M-200-200 실험체의 스펙트럼

ⓐ Ch.1의 파워스펙트럼 ⓑ Ch.2의 파워스펙트럼 ⓐ Ch.1의 파워스펙트럼 ⓑ Ch.2의 파워스펙트럼 

(c) 충격가진에 의한 SOD-M-200-75 실험체의 스펙트럼 (d) 상시진동에 의한 SOD-M-200-75 실험체의 스펙트럼

ⓐ Ch.1의 파워스펙트럼 ⓑ Ch.2의 파워스펙트럼 ⓐ Ch.1의 파워스펙트럼 ⓑ Ch.2의 파워스펙트럼

(e) 충격가진에 의한 SOD-M-200-50 실험체의 스펙트럼 (f) 상시진동에 의한 SOD-M-200-50 실험체의 스펙트럼

그림 5. B시리즈 실험체의 계측파형

ⓐ Ch.1의 파워스펙트럼 ⓑ Ch.2의 파워스펙트럼 ⓐ Ch.1의 파워스펙트럼 ⓑ Ch.2의 파워스펙트럼

(a) 충격가진에 의한 SLD-M-150-150 실험체의 스펙트럼 (b) 상시진동에 의한 SLD-M-150-150 실험체의 스펙트럼

ⓐ Ch.1의 파워스펙트럼 ⓑ Ch.2의 파워스펙트럼 ⓐ Ch.1의 파워스펙트럼 ⓑ Ch.2의 파워스펙트럼

(c) 충격가진에 의한 SOD-M-150-75 실험체의 스펙트럼 (d) 상시진동에 의한 SOD-M-150-75 실험체의 스펙트럼

ⓐ Ch.1의 파워스펙트럼 ⓑ Ch.2의 파워스펙트럼 ⓐ Ch.1의 파워스펙트럼 ⓑ Ch.2의 파워스펙트럼

(e) 충격가진에 의한 SOD-M-150-50 실험체의 스펙트럼 (f) 상시진동에 의한 SOD-M-150-50 실험체의 스펙트럼

그림 4. A시리즈 실험체의 계측파형



오메가형 강판을 중공체로 사용한 데크플레이트 슬래브의 진동 및 내화에 관한 실험적 연구

한국강구조학회 논문집 제23권 6호(통권 115호) 2011년 12월 709

구분 실험체 종류

고유진동수
중공률

(%)Hz
SOD/SLD

진동수비

A

SLD-M-150-150 12.36 1.000 0

SOD-M-150-75 12.66 1.024 15.3

SOD-M-150-50 13.09 1.059 21.7

B

SLD-M-200-200 13.07 1.000 0

SOD-M-200-75 13.63 1.043 20.0

SOD-M-200-50 14.09 1.078 22.3

표 5. 고유진동수 비교 분석

그림 6. 중공율에 따른 고유진동수비

이상을 제안하고 있다. 15Hz기준의 근거는 언급되어 있지

않으나, 보행진동 문제는 고유진동수가 4Hz∼15Hz정도에서

합성보 또는 강재보에 진동문제를 유발한다는 설명이 제한치

근거로 판단된다(AISC, 2003).

그림 4는 A시리즈 실험체에 고무망치를 이용하여 충격가진

을 주었을 때의 파워스펙트럼과 상시진동에서의 파워스펙트

럼을 나타낸 그래프이다. A시리즈 실험체의 경우 충격가진을

주었을 경우 고유진동수가 12.36Hz~13.10Hz로 나타났으

며, 상시진동에 대한 고유진동수는 12.37Hz ~13.01Hz로

계측되었다.

그림 5는 B시리즈 실험체에 대한 파워스펙트럼을 나타낸

것이다. B시리즈 실험체의 경우에는 충격 시 13.07

Hz~14.09Hz범위로 나타났으며, 평상시 진동에 대한 고유

진동수는 13.03Hz~14.07Hz로 계측되었다.

표 4는 그림 4와 그림 5로부터 얻은 고유진동수 값을 각

실험체별로 정리한 것이다. 충격 유무에 따른 A, B시리즈

실험체의 고유진동수를 정리한 것이다. 고무망치를 이용하여

충격 가진을 발생시켰을 때의 충격 시 고유진동수와 아무런

충격을 주지 않았을 경우의 평상시 고유진동수를 측정하여

나타낸 것이다. 각 상황에 따라 두 개의 채널로부터 측정된

진동수를 비교하면, 충격진동과 상시진동 시 고유진동수 편

차는 1%미만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합성데크 바닥구조 설계

기준(대한건축학회, 1998)의 15Hz보다는 낮게 나타났다.

이는 콘크리트의 동적 탄성계수비 반영과 단면 2차 모멘트를

슬래브와 보의 합으로 산정하면 건축구조물에 적용 시 진동

에 의한 사용성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구

분
실험체명

충격진동 시

 (Hz)

상시진동 시

 (Hz)

Ch 01 Ch 02 Ch 01 Ch 02

A

SLD-M-150-150 12.36 12.36 12.37 12.37

SOD-M-150-75 12.66 12.66 12.78 12.70

SOD-M-150-50 13.09 13.10 13.01 13.01

B

SLD-M-200-200 13.07 13.07 13.03 13.03

SOD-M-200-75 13.63 13.63 13.67 13.67

SOD-M-200-50 14.09 13.91 14.05 14.07

표 4. 진동수 비교

2.4 진동실험 결과분석

2.4.1 중공율에 의한 고유진동수 변화

표 5는 각 시리즈별 데크플레이트 슬래브의 고유진동수를

비교한 것이다. 슬래브 두께가 150mm인 A시리즈는 기

존의 철선일체형 데크플레이트 슬래브 실험체보다 오메가형

강판의 높이가 75mm, 100mm로 증가함에 따라 고유진

동수가 각각 2.4%∼5.9%가량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슬래브두께가 200mm인 B시리즈 실험체에

서도 동일하며, 증가비율은 4.3%∼7.8%로 유사하다.

그림 6은 표 5에 나타난 고유진동수를 기초로 세로축에는

기준 실험체의 진동수에 대한 중공실험체의 고유진동수비로

정의하였으며, 가로축은 슬래브내부 중공에 의한 단면감소율

을 중공률로 정의하였다. 전체적으로 중공부의 면적이 증가

할수록 고유진동수가 증가하는 경향이 높은 상관관계로 나타

났다. 이는 식(1)로부터 알 수 있듯이, 오메가형 강판의 삽

입으로 인하여 콘크리트 단면적 감소에 의한 강성저하가 발

생하나, 중량감소와 내부에 삽입된 오메가형 강판에 의한 강

성증가 등으로 고유진동수가 일부 상승하는 것으로 판단된

다. 물론 실 구조체에 적용하는 경우 계산식 산정에서 하중

은 고정하중과 적재하중의 50%를 반영하여 산정하면, 중공

에 의한 고정하중의 영향은 상대적으로 감소한다. 그러므로

슬래브내부에 오메가형 강판이 삽입된 중공 데크플레이트 슬

래브의 경우, 중량(고정하중)감소로 인한 진동의 영향은 없

는 것으로 판단된다.

2.4.2 오메가 데크플레이트의 사용성

일반적으로 바닥고유진동수가 7Hz 이상인 경우에는 사용

성 문제의 발생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오메가형



김상섭․유덕수

710 한국강구조학회 논문집 제23권 6호(통권 115호) 2011년 12월

강판을 삽입한 중공 데크플레이트 슬래브 중에서 고유진동수

가 가장 작은 SOD-M-150-75의 고유진동수가 12.66Hz이

므로 사무소나 아파트에서 보행자의 보행으로 바닥진동의 문

제가 발생할 우려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내화실험

3.1 실험개요

데크플레이트를 구조재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현행법상 내

화구조로 하여야 하며, 이 경우 데크플레이트를 보호하기

위하여 내화피복재의 추가시공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데크플

레이트를 거푸집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내화피복은 필요 없

으나 콘크리트 및 철근이 과다하게 소요되어 건물의 자중을

증가시킬 뿐 아니라 건축비용을 증가시키게 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데크플레이트 슬래브는 기존 철선일체

형 데크플레이트에 오메가형 강판을 중공체로 사용한 데크플

레이트를 이용하여 실험을 실시하였다. 이는 오메가형 강판을

삽입함으로써 슬래브의 자중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표 6은 본 실험에서 사용된 오메가형 강판을 중공체로 사

용한 철데크플레이트 슬래브의 제원을 나타낸 것이다.

3.2 실험계획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내화구조’는 건축물의 피난․방화구

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바닥은 철근콘크리트구

조의 경우 100mm 이상이어야 하며, 이 경우 국토해양부령

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내화구조’로 정의된다(한국표준협

회, 2005). 그러나 본 실험에 적용한 오메가형 강판이 삽입

된 데크플레이트 슬래브는 오메가형 강판이 삽입된 부위의

콘크리트 단면 두께가 50, 75mm이므로 법정내화구조 기준

과는 다소 상이하다. 그러므로 오메가형 중공부의 두께가

100mm인 경우(토핑두께 50mm)를 기준으로 그림 7과 같

이 오메가형 강판을 삽입한 철선일체형 데크플레이트 슬래브

(오메가A, 오메가B) 2개를 제작하여 내화성능에 대한 실험

을 실시하였다.

3.3 내화실험방법

데크플레이트 슬래브의 내화구조 성능기준 및 시험방법은

건축구조부재의 내화시험방법(KS F 2257-1)에 따르며, 성

능기준은 하중지지력과 차염성, 차열성으로 구분된다. 데크플

레이트 슬래브의 하중지지력은 철골보 간격과 상부근과 하부

근, 콘크리트 강도, 시험하중 등에 관계되며 본 실험에서는

6kN/m2(72kN)을 재하하였다.

■ : 이면온도 측정용 열전대 설치위치

(a) 실험체 형상

5
0

1
0
0

2
0

1
0

1
2
0

1
5
0

765

125 250250 125

하부주근 2-D10 

아연도 강판-0.5t
LATTICE    50

HD10@200
상부배력근

(현장배근)

상부주근 D13

(b) 실험체 단면도

그림 7. 내화실험체 단면도 및 형상

재하는 그림 8과 같이 등분포하중을 재현하기 위하여 폭

과 길이의 1/8지점에 각각 재하지점을 형성하여 총 64개

소에 대해 균등하중이 작용하도록 하였다.

화염이 닿지 않는 부분(이하 ‘비가열면’이라 칭함)의 온도

상승을 알아보기 위하여 폭과 길이의 1/4지점과 중앙부에

각각 비가열면온도 측정용 열전대를 슬래브 상부에 5개소

설치하였다. 또한 노 내의 가열은 그림 9의 표준시간-가열

온도 곡선에 의해 시간에 따라 온도를 순차적으로 올리며

가열하였다. 실험체 크기와 가력방법, 온도 측정방법 등도

상기 한국산업규격에 준하여 실험을 실시하였다. 그림 10

은 실험실 전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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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오메가A 실험체의 온도-시간 곡선

그림 12. 오메가B 실험체의 온도-시간 곡선

구분
판 두께

(mm)

슬래브

두께

(mm)

스터드

커넥터

철골보

간격

(mm)

콘크리트 상부근

D13

(개)

하부근

D10

(개)

배력근
시험하중

(kN)압축강도
(N/mm²)

토핑두께

(mm)

오메가A

오메가B
0.5 150 φ16×80 4,000 21 50 13 26 D10@200 72

표 6. 내화실험체 제원

그림 8. 등분포하중을 재현하기 위한 가력대

그림 9. 표준시간-가열온도 곡선

그림 10. 실험실 전경

3.4 내화실험결과

그림 11은 오메가A 실험체의 비가열면에 대한 온도 상승

을 시간에 대해 나타낸 그래프이다. 오메가A 실험체는

6kN/m2(72kN)을 오일잭을 이용하여 가력한 후 표준시간-

가열온도 곡선에 따라 가열하였다. 실험 시작 후 16분에 실

험체의 단변방향에서 수증기가 발생하였으며, 23분에 장변방

향에서도 수증기가 발생하였다. 또한 30분에 실험체 중앙부

처짐량이 증가하였으며, 44분에 실험체 비가열면에서 수분이

발생하였다. 60분에 실험체 전체적으로 수증기 발생량이 증

가하였다. 90분에 실험체 중앙부의 처짐량이 증가하였으며,

120분에 실험을 종료하였다.

그림 12는 오메가B 실험체의 비가열면에 대한 온도 상승

을 시간에 대해 나타낸 그래프이다. 오메가A 실험체와 마찬

가지로 오메가B 실험체는 6kN/m2(72kN)을 오일잭을 이

용하여 가력한 후 가열하였다. 실험 시작 후 15분에 실험체

의 단변방향에서 수증기가 발생하였으며, 26분에 장변방향에

서도 수증기가 발생하였다. 또한 37분에 실험체 중앙부 처짐

량이 증가하였으며, 45분에 실험체 비가열면에서 수분이 발

생하였다. 60분에 실험체 전체적으로 수증기 발생량이 증가

하였다. 90분에 실험체 중앙부의 처짐량이 증가하였으며,

120분에 실험을 종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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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실험

시간

(min)

변형량()

(mm)

변형률()

(mm/min)

비가열면

평균 온도

(℃)

비가열면

최고 온도

(℃)

차염성

최대

변형량

허용

변형량

측정

변형률

허용

변형률

측정온도

(초기온도)

판정기준

(초기온도

+140℃미

만)

측정온도

(초기온도)

판정기준

(초기온도

+180℃미

만)

검사체

관통

유무

면

패드

착화

유무

화염

유무

(10초

이상)

오메가

A
120 245.3

266.7

3.5

11.85

119

(6)
146

172

(6)
186 무 무 무

오메가

B
120 199.3 3.0

136

(12)
152

162

(12)
192 무 무 무

표 7. 내화실험결과

그림 13. 내화실험체의 변위-시간 곡선

그림 14. 오메가A 실험체의 비가열면

평균 및 최고온도-시간 곡선

그림 15. 오메가B 실험체의 비가열면

평균 및 최고온도-시간 곡선

3.5 내화실험 결과분석

부재의 내화성능은 하중지지력, 차염성, 차열성으로 결정한

다(KS F 2257-1, 2005). 하중지지력에 대한 성능기준은

식 (2)의 허용변형량과 식 (3)의 허용변형률로 결정한다. 차

염성의 경우에는 면패드를 적용하였을 때 착화 유무, 균열게

이지의 관통 유무, 10초이상 지속되는 실험체 비가열면에서

의 화염발생 유무에 따라서 실험체가 구획 기능을 유지하는

경과 시간으로 정한다. 또한, 차열성의 경우 시험 중 부재의

비가열면에서 측정한 온도의 상승이 제한된 허용 온도 기준

을 만족 여부에 따라 판정하게 된다. 표 7은 내화성능 기준

에 대하여 오메가A, 오메가B 실험체의 내화실험결과를 정리

한 것이다.

·허용변형량=
 

(=266.7mm) (2)

·허용변형률=
 

(=11.85mm/min) (3)

그림 13은 오메가A와 오메가B의 변위-시간 곡선이다. 오메

가A의 변형량은 245.3mm, 오메가B의 변형량은 199.3mm

로서 변형량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두 실험체 모두 2시간의

내화성능을 갖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변형률에 대한 기준

으로 본 경우 오메가A는 3.5mm/min, 오메가B는 3.0mm/

min으로서 허용변형률 기준에 대하여 상당히 안정적인 변형

능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하중지지력에 대한

성능기준으로 보았을 때 오메가A와 오메가B는 2시간 내화성

능을 갖는다고 판단된다.

또한 차염성에 대한 성능은 오메가A와 오메가B 모두 착화

및 화염이 발생, 검사체의 관통이 나타나지 않아서 2시간 내

화성능을 갖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14와 그림 15는 각 실험체의 비가열면의 평균 및 최

고온도-시간 곡선이다. 온도에 대한 기준으로 보았을 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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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A 실험체의 경우, 비가열면 평균온도가 119℃(146℃),

최고온도가 172℃(186℃)로 나타났다. 이는 2시간 내화에

대한 온도기준보다 낮은 온도이므로 오메가A 실험체는 2시

간 내화성능을 갖는다고 판단된다. 또한 오메가B 실험체의

경우, 오메가B 실험체의 경우 비가열면 평균온도가 136℃

(152℃), 최고온도가 162℃(192℃)로써 오메가A 실험체와

마찬가지로 2시간 내화성능을 갖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기존 철선일체형 데크플레이트 슬래브 내부

에 오메가형 강판을 삽입하여 중공부를 형성한 데크플레이트

슬래브 실험체를 제작하여 진동에 대한 성능 평가 및 내화성

능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오메가형 강판을 삽입한 단순지지 슬래브 실험체의 경우

고유진동수는 약 12.66Hz∼14.09Hz이며 기존 철선일

체형 데크플레이트 슬래브보다 2.4~7.8%정도 높게 나

타났다. 이는 중공부로 인한 슬래브 전체의 중량감소와

오메가형 강판의 강성으로 인하여 고유진동수가 증가된

것으로 판단된다.

(2) 상하진동에 있어서 바닥고유진동수가 7Hz 이상인 경우

에는 사용성 문제의 발생이 없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실험한 오메가형 강판을 삽입한 중공 데크플레이트는

12Hz 이상이었으므로 사용성에 대한 문제는 없는 것으

로 판단된다.

(3) 오메가형 강판이 삽입된 데크플레이트 슬래브에 대한 내

화성능은 하중지지력, 차염성, 차열성에 대하여 모두 2

시간 이상의 내화성능을확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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