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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e purpose of the this paper is experimentally to investigate flexural behavior of slabs with suspending the deck 

plate. The main experimental parameters are the depth and thickness of the deck plate, slab span, rebar and support 

conditions. Total number of six specimens were tested and manufactured in slabs under vertical load. Based on the results 

of the test, the flexural behavior for slabs is determined according to the vertical deformation of the slabs, regardless of the 

main experimental parameters. Bending rebar reinforcement in the rib cross-section specimens can be evaluated significantly 

higher initial stiffness, crack stiffness and flexural strength. Result of the comparison of the theory value appeared to be 

fairly well matched to average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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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체 구조체 에서 보  슬래 로 구성되는 바닥 은 골

조공사비의 70% 이상을 차지하며, 고층화 될수록 건물의 

량, 가용면 , 재료 감, 에 지 감 등의 경제성에서 매우 

큰 향을 미치기 때문에 바닥 의 층고 감  경량의 장스

팬 기술의 필요성은 더욱 증 되고 있다[1],[2],[3].

공작물 형태의 주차장의 경우, 주차 용 건축물에 용되

는 별도의 제한(건폐율, 용 율, 내화구조  내진설계 상) 

규정이 필요하지 않는 주차시설 건축물이다. 특히 공작물 주

차장의 체 높이가 8m 이하로 건설되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평면 지 에 주차가 가능한 몇 개 층으로 최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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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을 확보하기 해서는 바닥 의 층고 감뿐만 아니라 기둥 

없이 장스팬이 가능한 합성공법의 용이 실히 요구된다.

춤이 비교  큰 기존의 골형 덱크는 지지형으로 비 칭 철

골보의 단면 형상이 반드시 필요하고, 비 칭 형상의 강재 보

가 상당히 고가이며, 엔드클로  아연도강 을 장 용 처리 

하기 때문에 용 부 부식이나 수 등의 하자 발생 요인이 

된다. 한, 지지하는 골형 데크를 용하기 해 거더와 보

를 결합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이 부분의 합이 매우 복잡

해지며, 콘크리트를 활용한 장스팬 복합보와의 결합이 상당히 

어렵다는 단 을 지니고 있다[4],[5].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철골조 공작물 형태의 주차장 바닥시

스템에 층고를 획기 으로 감이 가능하고 자 감소뿐만 아

니라 지지형의 골데크 형상의 단 을 보완하기 하여 지지

하는 골데크 신에 강재 보의 상부 랜지면에 고정용 강재

막 를 이용하여 데크를 매다는 형상으로 개발하고자하 다[6].

이러한 매닮 형상의 데크는 고정용 강재막 가 필요하나 

기존 칭  비 칭 단면 이용이 가능하고, 강재 보의 춤의 

변화나 콘크리트 장스팬 복합보와의 응성이 뛰어나며, 데크 

장 조립시 오차수렴 가능하다. 한, 데크 이트의 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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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0mm로 하여 기존 데크 비 바닥 작업량을 감소시키는 

이 을 지니고 있다.

매닮 거푸집형 데크 이트를 장에 용하기 해서는 

상부면에 콘크리트를 타설한 슬래 에 하여 데크 이트

의 거푸집 역할 가능성  인장 보강근 역할, 보강철근 등을 

고려한 실 형 슬래 의 휨거동을 평가하기 한 실험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실험  연구를 통해 단부에서의 데크 이트 면과 

콘크리트 간의 부착성능, 슬래 의 휨강도  강성, 괴형태 

등의 변화여부와 더불어 반 인 구조  거동을 평가하고 

실제 설계되는 이론식과의 비교  검증을 통해 구조  안

성을 정량 으로 평가하고자한다.

2. 실  험

2.1 강재 인장강도 시험

휨성능 슬래  실험체 제작에 사용된 강재의 물리  성능

을 악하기 하여 KS B 0801의 속재료 인장시험편 규

정에 따라 강재 인장시험편을 제작하 고, KS D 0802의 

속재료 시험방법에 따라 시험을 수행하 다. 데크 이트는 

일반 용융아연도 강 을 사용하 다
[7]

.

Table 1. Test results of tensile strength 

Items


(MPa)


(MPa)


(×‐)



(%)

Deck-1.0 245 338 2,157 0.72 34

Deck-1.2 302 366 1,756 0.82 33

D10 441 680 2,205 0.65 23

D16 433 592 2,165 0.73 21

D19 439 563 2,195 0.78 18

: 항복응력도, : 인장강도, : 항복비, : 연신율

인장강도 시험결과, 데크 이트의 항복응력도 값은 245 

～302MPa의 분포를 나타내었고, 항복비는 0.72～0.82로 다

소 높게 나타났다. 철근의 항복응력도 값은 433～441MPa

의 분포를 보 고, 항복비는 0.65～0.78의 범 로 나타났다. 

2.2 콘크리트 압축강도 시험

데크 이트를 이용한 슬래 의 휨성능 실험체 제작에 사

용된 콘크리트는 설계기 강도 24MPa로 계획하 다. 콘크

리트 압축강도 시험용 공시체는 KS F 2403에 정해진 방법

에 따라 제작하 으며, 실험체 제작에 투입된 미콘의 수에 

따라 각각 3개씩 총 12개의 시험체를 제작하 다. 콘크리트 

압축강도 시험은 KSF2405의 시험방법에 따라 1000kN 

유압식 만능 시험기(U.T.M)를 사용하여 실시하 다. 휨실험 

당일 수행한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는 평균 28MPa로 나타났다.

2.3 실험 계획 및 방법

2.3.1 개 요

매닮 거푸집형 데크 이트를 이용한 슬래 의 휨성능 실

험은 실제 하  작용시 상 단면의 내하능력, 처짐  변형

성상을 악하기 한 실험으로서 본 연구에서는 앙에 정

모멘트를 받는 실험으로 계획하 다. 가력은 단순보 형식의 2

 재하에 의해 정모멘트(데크 이트가 인장측이 되는 휨)

를 받도록 하 으며 단 괴에 앞서　휨 괴가 선행하도록 

스팬 앙부를 심으로 좌우 각 0.5m 지 에 4 으로 가력 

하 다.

휨성능 실험체는 데크의 춤(150mm, 200mm), 데크 두께

(1.0mm, 1.2mm), 스팬(4m, 4.5m, 4.8m), 철근보강 유

무  단부지지 조건(단순, 고정)에 따라서 실제의 설계조건

을 감안하여 계획하 다. 본 연구에서 새롭게 개발한 신형상

의 춤이 깊은 매닮 거푸집형의 데크 이트는 스로 

  곡 가공에 의한 인력 작업으로 총 6개의 실험체를 

제작하여 휨성능 실험을 수행하 다. 휨성능 실험체 일람은 

Table 2에 나타내었으며, 데크 이트 단면형상  실험체

의 형상은 각각 Fig. 1과 Fig. 2에 나타내었다. 

Table 2. Test Specimens

Specimens
Deck 
Depth
(㎜)

Support 
Condition

Deck
Thickness

(㎜)

Top.
Thickness

(㎜)
Re-bar

Clear
Length
(m)

SCS150-
1.0N

150 단순 1.0 100 무 4.0

SCS150-
1.0R

150 단순 1.0 100
유

(HD16)
4.0

SCS200-
1.0N

200 단순 1.0 100 무 4.5

SCS200-
1.0R

200 단순 1.0 100
유

(HD19)
4.5

SCS200-
1.2R

200 단순 1.2 100
유

(HD19)
4.8

SCS200-
1.2F

200 고정 1.2 100
유

(HD19)
4.8

SCS000-0.0N (S: S사 데크, N: 기본형, F: 고정형, R: 철근보강)
               실험체 종류
               데크두께(1.0, 1.2㎜)
               데크춤(150, 200㎜)
                S-deck Composite Sl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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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ECK150
(L=924mm)

65 460 75

25 270 270 35

430

600

150

(a) Deck depth, 150mm

S-DECK200
(L=1214mm)

80 580 90

40 330 330 50

550

20
0

750

(b) Deck depth, 200mm

Fig. 1 Cross-sectional shape of deck plate

(a) Simple support

(b) Fixed Support

Fig. 2 Shape and details of the slab flexural specimens

2.3.2 가력 및 측정방법

슬래  휨실험체의 가력방법은 변 제어를 하 으며 가력

속도는 당 0.05㎜로 가력하 다. 가력장치는 Fig. 3과 같

이 매닮 거푸집형 데크 이트 형상으로 걸침부을 힌지조건

으로 구 하기 해 데크 이트 좌우 랜지면 하부에 힌

지용 구좌를 각 2개씩 총 4개를 단부에 설치하 다. 가력은 

1000kN 엑 에이터(Actuator)를 사용하 으며 가력보를 

사용하여 L/4의 단스팬을 이용한 2  선형가력 함으로써 

등분포하 의 효과를 최 한 반 하고자 하 으나, 슬래 의 

순수 휨거동 평가를 해 스팬 앙에서 좌우 0.5m 떨어진 

치에 가력 을 치시켜 2 으로 선형가력 하 다. 한, 

가력시 가력지 에서의 국부변형이나 미끄러짐을 방지하기 

해 가력 지  콘크리트면 에 고무패드를 설치하 다.

슬래 의 앙부 처짐을 측정하기 해 Fig. 3과 같이 2

개의 변 계(LVDT 200㎜: D1, D2)를 설치하여 처짐을 측

정하 으며, 데크 이트와 콘크리트 사이에서 발생하는 엔

드 슬립(End-Slip)의 양을 측정하기 해 양단부에 2개의 

변 계(LVDT 50㎜ : D3, D4)를 설치하여 단부의 슬립량

을 측정하 다. 

변형률의 측정을 해 실험체의 스팬 앙부에서 데크

이트 하부와 콘크리트 측면  상부면에 와이어스트 인게이

지를 부착하여 하 변화에 따른 변형률을 측정하 다.

Fig. 3 Test set-up

3. 실험결과 분석 및 고찰

매닮 거푸집형 데크 이트를 이용한 슬래 의 휨성능 실

험결과를 Table 3에 정리하여 나타내었다. 실험 항복하

()값은 Fig. 4와 같이 하 -변  곡선에서 원 과 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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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Definition of the yield load

Table 3. Test results

Specimens


(kN/
mm)


(kN/
mm)


(kN)


(kN)

max
(kN)


(mm)

max
(mm)

SCS150-
1.0N

7.08 3.36 7.08 16.20 16.38 7.65 7.74

SCS150-
1.0R

6.40 3.84 12.53 26.57 44.49 7.35 29.90

SCS200-
1.0N

4.36 2.90 7.39 10.90 11.53 4.70 18.14

SCS200-
1.0R

5.54 2.40 20.29 33.90 53.60 15.31 73.37

SCS200-
1.2R

6.57 2.33 17.74 32.45 54.11 19.26 91.74

SCS200-
1.2F

5.52 3.31 17.90 38.27 52.34 20.45 67.75

: 기강성, : 균열 후 강성, : 기균열 발생시 하 ,

: 실험 항복하 , max: 실험 최 하 ,

: 항복하 시 앙부 처짐, max: 최 하 시 앙부 처짐

의 1/3되는 을 연결한 선분(a)을 기 선강성 값으로 

하고, 이 선분과 변 축이 이루는 각의 1/3이 되는 선분을 

원 에서 그은 후(b), 실험값과 외 하도록 평행 이동시켜 

선분을 만들고(c), 처음에 그은 기 선강성 선분과 만나는 

을 평가한 값이다. 표에는 기강성(), 균열 후 강성

(), 기균열 발생시 하 (), 실험 항복하 (), 실

험 최 하 (max), 항복하 시 앙부 처짐(), 최 하

시 앙부 처짐(max)을 정리하여 나타내었다.

3.1 실험체 파괴형태 및 거동

매닮 거푸집형 데크 이트를 이용한 슬래  휨성능 평가

를 해 각 실험체의 균열발생  괴양상을 Fig. 5～Fig. 

10에 나타내었다. 슬래  실험체  데크 춤이나 스팬길이에 

계없이 데크 이트 리 단면 내에 휨철근의 유무에 따라

서 괴양상이 상당히 큰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3.1.1 SCS150-1.0N 실험체

매닮 거푸집형 데크 이트의 리 단면 내에 휨철근이 배

근되지 않은 SCS150-1.0N형 실험체의 경우, Fig. 5에서 

알 수 있듯이 가력  부근에서 슬래 의 토핑 상부면에 종방

향으로 큰 균열이 발생하는 괴 양상을 나타내었다. 1차 슬

립 상이 찰된 이후 하 과 변형이 증가하면서 최 하  

이후 양단부에서 데크 이트와 콘크리트의 부착 괴로 인

한 슬래  측면과 토핑 상부면에 균열이 증 되면서 격한 

하 하 상이 나타났다.

(a) Loading point crack (b) Local buckling

Fig. 5 Fracture mode of specimens (SCS150-1.0N)

이후 큰 하  증가 없이 휨변형만 지속 으로 증가하 으

며, 데크 상부 랜지와 콘크리트면의 부착 괴로 탈락하면서 

한 동시에 스 곡 데크 이트 웨 면과 상부 래

지면 사이에서 국부 인 좌굴변형이 발생하면서 최종 인 

괴로 가력이 종료되었다. 

3.1.2 SCS150-1.0R 실험체

리 단면 내에 휨철근이 배근된 SCS150-1.0R형 실험체

의 경우, Fig. 6에서 알 수 있듯이 가력  부근에서 슬래  

콘크리트 두께 면으로 기 휨균열이 발생하는 일반 인 휨

괴 양상을 나타내었다. 이후, 하 이 증가하면서 휨균열과 

더불어 사인장 균열이 나타남을 찰할 수 있었다.

리 단면 내에 휨철근이 배근되지 않은 실험체와는 달리 

연속 인 부착 괴 이후 취성  거동을 찰할 수 있었는데, 

이러한 상은 균열발생  진행 패턴이 웨 면 균열 발생 

이후 가력 에 휨균열이 나타났으며, 하 증가와 더불어 사인

장 단균열이 발생하면서 리 단면 내에 배근된 철근과 콘

크리트간의 상호 작용력이 발휘되지 않은 요인으로 단된다. 

이는 철근에 부착된 스트 인게이지의 변형률이 아직 항복하

지 않은 것으로도 확인할 수 있었다.

(a) Flexural and shear cracks (b) Bond failure

Fig. 6 Fracture mode of specimens (SCS150-1.0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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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Deck bending 

deformation
(b) Bond failure

Fig. 8 Fracture mode of specimens (SCS200-1.0R)

3.1.3 SCS200-1.0N 실험체

리 단면 내에 휨철근이 배근되지 않은 SCS200-1.0N형 

실험체의 경우, Fig. 7에서 알 수 있듯이 가력  부근에서 

슬래  콘크리트 두께와 토핑 상부면에 종방향으로 큰 균열

이 발생하는 양상을 나타내었다. 하 과 변형이 증가하면서 

최 하  이후 가력  근방에서 슬래  측면과 토핑 상부면

에 균열이 증 되면서 하 하 상이 나타났다.

이후 큰 하  증가 없이 휨변형만 지속 으로 증가하 으

며, 데크 상부 랜지와 콘크리트면의 부착 괴로 탈락하면서 

한 동시에 곡된 데크 이트 웨 면과 상부 랜지면 사

이에서 국부 인 좌굴변형이 미소하게 발생하면서 최종 인 

괴로 가력이 종료되었다.

(a) Loading point crack (b) Topping Crack

Fig. 7 Fracture mode of specimens (SCS200-1.0N)

3.1.4 SCS200-1.0R 실험체

데크 강 두께가 1.0㎜이면서 리 단면 내에 휨철근이 배

근된 SCS200-1.0R형 실험체의 경우, Fig. 8에서 알 수 있

듯이 가력  부근과 앙부에서 슬래  콘크리트 면으로 

기 휨균열이 발생하는 휨 괴 양상을 나타내었다. 하 이 증

가하면서 휨균열과 더불어 사인장 균열이 나타남을 찰할 

수 있었다. 데크와 콘크리트 간의 연속 인 부착 괴가 찰

되었으며, 하 과 변형이 미소하게 증가하면서 슬래  측면에 

사인장 균열이 확 되면서 격한 하 하 상 없이 최

하  이후 데크 이트 곡 코 부를 심으로 국부좌굴 

변형으로 하 하 상이 나타나 가력을 종료하 다.

리 단면 내에 휨철근이 배근되지 않은 실험체와는 달리 

상당히 좋은 연성  거동을 찰할 수 있었는데, 이는 리 단

면 내에 배근된 철근과 콘크리트간의 상호 작용력이 발휘된 

요인으로 단되며, 철근에 부착된 스트 인게이지의 변형률

이 항복에 도달하여 소성변형 역으로 확 되면서 철근의 변

형경화도에 기인하는 상에 의해 나타난 것으로도 생각된다.

3.1.5 SCS200-1.2R 실험체

데크 강 두께가 1.2㎜이면서 리 단면 내에 휨철근이 배

근된 SCS200-1.2R형 실험체의 경우, Fig. 9에서 알 수 있

듯이 가력  부근과 앙부에서 슬래  콘크리트 면으로 

기 휨균열이 발생하는 형 인 휨거동 양상을 나타내었다. 

이후, 하 이 증가하면서 휨균열과 더불어 사인장 균열이 나

타남을 찰할 수 있었다. 연쇄 인 부착 괴 이후 하 과 변

형이 증가하면서 슬래  측면에 휨균열  사인장 균열이 확

되면서 격한 하 하 상 없이 최 하  이후 데크

이트 곡 코 부가 국부좌굴 변형하면서 하 하 상이 

나타나 가력을 종료하 다.

이는 리 단면 내에 휨철근이 배근되지 않은 실험체와는 

달리 3차 부착 괴 이후 상당한 연성  거동을 찰할 수 있

었는데, 이러한 상은 균열발생  진행 패턴이 웨 면 균열

발생 이후 가력 에 휨균열이 나타났으며, 이후 하 증가와 

더불어 사인장 단균열이 발생하면서 리 단면 내에 배근된 

철근과 콘크리트간의 상호 작용력이 발휘된 요인으로 단된다.

매닮 거푸집형 데크 이트의 휨변형 항  철근과 콘

크리트간의 충분한 부착력으로 격한 취성  거동 신에 

상당히 큰 연성  거동을 보인 것으로 단된다.

(a) Flexural and shear cracks (b) Central bond failure

Fig. 9 Fracture mode of specimens (SCS200-1.2R)

3.1.6 SCS200-1.2F 실험체

매닮 거푸집형 데크 이트의 강 두께가 1.2mm이고 양

단부가 고정된 형태로 리 단면 내에 휨철근이 배근된 

SCS200-1.2F형 실험체의 경우, Fig. 10에서 알 수 있듯이 

가력  부근과 앙부에서 슬래  콘크리트면으로 기 휨균

열이 발생하 다. 하 이 증가하면서 휨균열과 더불어 사인장 

균열이 나타남을 찰할 수 있었다. 이후 하 과 변형이 미소

하게 증가하면서 단부에서 어떠한 슬립 상이나 부착 괴는 

나타나지 않았다. 하 과 변형이 증가하면서 슬래  측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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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Comparison of deck depth change

휨균열  사인장 균열이 확 되면서 격한 하 하 상 

없이 최 하  이후 데크 이트 곡 코 부가 국부좌굴 

변형하는 상이 찰되었다. 

최 하  도달시 가력 에서의 균열 폭은 비교  작은 폭

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균열 폭의 감소는 양단 고정부의 

항  휨철근으로 인하여 슬래 가 합성 거동한 향으로 

단된다. 이러한 양단 반고정한 실험체는 동일한 실험체에 비

해 휨강도  강성이 상당히 크게 나타났으며, 최 하  상황

에서도 고정 단부에서 매닮 거푸집형 데크 이트의 슬립량

은 략 2mm 정도로 아주 미소하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a) Deck bonded failure (b) End slip

Fig. 10 Fracture mode of specimens (SCS200-1.2F)

0

15

30

45

60

75

0 25 50 75 100 125 150

Deflection (mm)

Lo
a
d
 (

k
N
)

SCS200-1.0R : Deflection

SCS200-1.0R : End-Slip

Fig. 11 Load-deformation curves

3.2 하중-변형 관계

3.2.1 하중-처짐 및 하중-엔드슬립

매닮 거푸집형 데크 이트를 이용한 슬래 의 휨성능은 

Fig. 11에 나타낸 바와 같이 수직방향 처짐이 양단부의 부착

으로 인한 슬립량에 비해 상당히 크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슬래 의 휨강도는 앙부의 처짐으로 인한 

변형에 의해 지배됨을 알 수 있다[8].

3.2.2 하중-수직처짐

매닮 거푸집형 데크 이트를 이용한 슬래 에서 리 단

면 내에 휨철근 유무에 따른 하 -처짐 계를 Fig. 12(a), 

(b)에 나타내었다. 보는바와 같이 데크 춤과 계없이 휨철

근이 없는 실험체에 비해 휨철근이 배근된 실험체가 기강

성  균열강성, 휨강도 측면에서 상당히 높게 평가됨을 알 

수 있다. 특히, 데크 춤이 200mm인 실험체의 경우에는 휨

강성  휨강도뿐만 아니라 연성 인 거동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데크 춤의 깊이에 계없이 휨철

근이 없는 경우 양단부의 슬립으로 인한 부착 괴가 선행하

여 나타났고, 그 이후 하 증가에 따른 매닮 거푸집형 데크

이트가 하  변형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요인으로 생각된다.

Fig. 12(c)에는 데크 두께는 같고 데크 춤의 변화에 따른 

하 -처짐 계를 나타낸 것으로 데크 춤이 150mm에서 

200mm로 증가하지만 데크 순스팬이 4.5m에서 4.8m로 같

이 증가되기 때문에 슬래 의 강성  내력이 선형 으로 비

례하여 증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데크 춤과 순스

팬이 변화하고 있지만, 양단부의 슬립 상  데크와 콘크리트 

면의 부착 괴 형태는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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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Load-deflection curves

Fig. 12(d)에서 보는 바와 같이 데크 두께  스팬변화에 

따른 하 -처짐 계곡선으로 데크 춤이 같고, 리 단면 내에 

동일한 직경의 휨철근이 배근된 형상으로 강성  내력 측면

에서 데크 두께가 작은 실험체가 비교  선형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슬래 의 스팬이 4.5m에서 4.8m

로 변화하기 때문으로 단된다. 하지만, 양단부의 슬립으로 

인한 데크와 콘크리트면 사이의 부착 괴, 항복이후 하 증가

에 따른 변형능력 등의 반 인 구조 인 거동은 유사하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Fig. 12(e)에는 단부 지지조건에 따른 하 -처짐 계를 

나타낸 것으로 단부 지지조건이 고정형인 SCS200-1.2F 실

험체가 강성  내력에 있어 다소 상승하 으며, 항복하  이

후 하 과 변형의 증가는 미소한 것을 알 수 있다. 한, 최

하 의 크기는 비슷하지만 앙부 처짐은 양단 구속으로 

인해 상당히 작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하 의 감소와 증가

가 반복되는 등 다소 불안정한 거동을 나타냈는데, 이는 단부 

인장측 콘크리트의 균열확 로 인한 단부 압축측의 와이어메

쉬의 단과 함께 모멘트 재분배 효과로 인한 것으로 단된다.

3.3 강성 및 내력 평가

매닮 거푸집형 데크 이트를 이용한 슬래 의 휨강성  

내력을 평가하기 해서 실제 실험에서 가력한 방법에 따라 

이론강성(, )  공칭 휨모멘트()의 값으로 이론

하 ()을 계산하여 실험으로부터 구한 강성(, )  

항복하 ()와 비교하여 슬래 의 구조 성능을 평가하고자

한다
[9]

.

3.3.1 단순 지지형

단순 지지형의 경우에는 슬래 에 휨 거동이 구 되도록 

하기 해서 모델링된 앙부 심에서 좌우 0.5m 지 에 4

등분하여 가력한 것이다. 아래의 그림에 나타낸바와 같이 매

닮 거푸집형 슬래 의 강성  휨 내력을 평가하기 하여 

식(1), (2)  식(3)을 이용하여 이론강성  공칭 휨모멘트

와 그에 따른 하 을 계산할 수 있다[9],[10].

a

L

P/2 P/2

b a

Δmax = Pa(4a2+6ab+3b2) / 24EI

Mmax = Pa / 2

 
    


 (1)

 
    


 (2)

여기서,  : 이론 기강성

 : 이론 균열 후 강성

 : 단면2차모멘트

 : 유효단면2차모멘트(   )

    

, 

  ∙ 

 ∙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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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 철근단면

 : 철근의 항복응력

 : 스팬

 : 콘크리트 압축강도

 : 슬래  유효폭

3.3.2 고정형

지 이 고정형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슬래 에 휨 거동이 

발생되도록 하기 해서 모델링된 앙부의 심에서 좌우 

0.5m인 치에 4등분하여 단부가 고정부를 형상하도록 가력

한 경우이다. 아래의 그림에 나타낸 바와 같이 매닮 거푸집형 

슬래 의 강성  내력을 평가하기 하여 식(4), (5)  식

(6)을 이용하여 이론강성  공칭 휨모멘트와 그에 따른 하

을 계산할 수 있다
[10],[11]

.

a

L

P P

b a

Δmax = Pa2(2a+3b) / 24EI

Mmax = Pa2 / L

 
 


 (4)

 
 


 (5)

여기서,  : 이론 기강성

 : 이론 균열 후 강성

 : 단면2차모멘트

 : 유효단면2차모멘트[   ]

    

,

  ∙ 

 ∙ 
, (6)

 



여기서,  : 철근단면

 : 철근의 항복응력

 : 스팬

 : 콘크리트 압축강도

 : 슬래  유효폭

이상과 같이 이론식으로부터 구한 강성  휨 강도를 실험

값과 비교하여 Table 4에 정리하여 나타내었다.

실험값에 한 이론값의 비교결과, 공칭하 에 한 실험 

항복하 의 비()는 단부착 괴로 조기에 가력이 

종료된 SCS150-1.0N와 SCS200-1.0N 실험체를 제외하고 

0.94～1.12의 분포로 평균 1.05로 나타났으며, 분포도 측면

에서 변동계수는 0.065로 나타나 상당히 잘 일치하는 결과

를 나타냈다.

기강성의 실험값에 한 이론값()의 분포는

0.77～1.65의 분포로 평균 1.12로 나타났으며, 분포도 측면

에서 변동계수는 0.275로 다소 큰 편차를 나타내었다. 한편, 

균열 후 강성의 실험값에 한 이론값()의 분포는 

1.10～2.80의 분포로 평균 1.79로 나타났으며, 분포도 측면

에서 변동계수는 0.349로 상당히 큰 편차를 보 다.

Table 4. 실험  이론값의 비교

Specimens
 



  



 
(kN)


(kN) 



(kN/㎜) (kN/㎜)

SCS150-1.0N 7.08 5.65 1.25 3.36 2.07 1.62 - 16.20 -

SCS150-1.0R 6.40 7.52 0.85 3.84 1.37 2.80 30.39 28.57 0.94

SCS200-1.0N 4.36 5.66 0.77 2.90 2.64 1.10 - 10.90 -

SCS200-1.0R 5.54 4.82 1.15 2.40 1.52 1.58 31.37 33.90 1.08

SCS200-1.2R 6.57 3.97 1.65 2.33 1.25 1.86 28.90 32.45 1.12

SCS200-1.2F 5.52 4.43 1.25 3.31 1.39 2.38 35.50 38.27 1.05

Avg. 1.15 1.89 1.05

COV 0.276 0.323 0.065

Fig. 13의 (a)～(c)는 매닮 거푸집형 슬래  휨성능 평가

를 해 실험에서 나타난 실험값에 한 이론값의 비를 기

강성, 균열 후 강성  항복내력별로 정리하여 각각 나타낸 

것이다. 실험값에 한 이론값의 기강성 비를 나타내는 

Fig. 13에서 (a)의 경우, 실험체의 각 변수별 향에 의한 

강성의 증가율에 비례하는 분포로 나타남을 알 수 있으며 특

히 SCS200-1.2R과 SCS200-1.2F 실험체의 실험 강성

값이 이론값에 비해 상당히 우수함을 알 수 있다. 다만, 

SCS150-1.0R 실험체의 경우 다소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상부 콘크리트면의 통균열이 발생한 요인과 거푸집형 데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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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Initial stiffness

(b) Crack stiffness

(c) Yield load

Fig. 13 Curve comparison of experimental and theoretical value

의 실험체 제작  탈형시 진동과 충격 등의 요인으로 균열

발생이 가력 에서 단순 지지  사이에서 휨거동과 더불어 

단거동이 동시에 나타난 요인으로 단된다.

Fig. 13의 (b)는 균열 후 강성에 한 평가로 실험값에 

한 이론값의 비로서 기강성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실험체

의 각 변수별 향에 의한 강성의 증가율에 비례하는 분포로 

나타남을 알 수 있고, 이론 기 강성값에 비하여 실험결과와 

더욱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모든 실험체에서 상당히 

좋은 응과 평가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항복하 의 실험값에 한 이론값의 비를 나타내는 Fig. 

13의 (c)의 경우, 각 실험체가 이론 하 값과 상당히 좋은 평가가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단, SCS150-1.0N와SCS200-1.0N 

실험체의 경우 가력 기에 단부착 괴  콘크리트 상부면

에 통균열이 일어남으로 인하여 본래의 내력을 충분히 발

휘하지 못하고 있어 직 비교는 하지 않았다. 

매닮 형상의 데크 이트를 합성구조용 바닥 으로 사용

하기 해서는 향후 콘크리트와 데크 이트의 합성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하며, 이에 한 구조 성능

평가가 함께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더불어 화재시

의 고온에 의하여 생기는 구조부재의 주요한 강재부분의 온

도상승을 일정한 한도 이하로 억제하여 부재내력 하 방지 

 내화안 성 확보를 한 후속 연구가 체계 으로 진행되

어야 할 것으로 단된다. 

4. 결  론

이상과 같이 매닮 거푸집형 데크 이트를 이용한 슬래

의 휨성능 실험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1) 실험결과, 휨철근의 유무에 따라 매닮 거푸집형 슬래

는 각기 다른 괴거동을 나타내었다.

(2) 매닮 거푸집형 데크 이트를 이용한 슬래 의 휨성능

은 수직방향 처짐이 양단부의 부착으로 인한 슬립량에 

비해 상당히 크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슬래 의 휨강도는 앙부의 처짐으로 인한 변형에 의해 

지배됨을 알 수 있다.

(3) 매닮 거푸집형 데크 이트를 이용한 슬래 에서 데크 

춤의 깊이에 계없이 리 단면 내에 휨철근이 배근된 

실험체가 기강성  균열강성, 휨강도 측면에서 상당

히 높게 평가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데크 춤의 

깊이에 계없이 보강철근이 없는 경우 양단부의 슬립으

로 인한 부착 괴가 선행하여 나타났고, 그 이후 하  

증가에 따른 매닮 거푸집형 데크 이트가 하  변형능

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요인으로 평가할 수 있다.

(4) 실험값에 한 이론값의 비교결과, 공칭하 에 한 실

험항복하 의 비()는 단 부착 괴로 조기에 가

력이 종료된 SCS150-1.0N와 SCS200-1.0N 실험체

를 제외하고 0.94～1.12의 분포로 평균 1.05로 나타났

으며, 분포도 측면에서 변동계수는 0.065로 나타나 상

당히 잘 일치하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5) 기강성의 실험값에 한 이론값()의 분포는 

0.77～1.65의 분포로 평균 1.12로 나타났으며, 분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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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매닮 데크 이트를 이용한 슬래 의 휨거동을 실험 으로 조사하기 한 것이 본 논문의 목 이다. 슬래 의 휨성능을 평가

하기 한 실험의 주요 변수로는 데크의 춤과 두께, 스팬, 철근보강 유무  단부지지 조건(단순, 고정) 이다. 이러한 슬래 에 수직하 이 작

용하도록 총 6개의 실험체를 제작하여 실험하 다. 실험결과, 주요변수와 계없이 슬래 의 내력은 수직방향 휨변형에 의해 지배됨을 알 수 

있다. 한, 리 단면 내에 휨철근이 배근된 실험체가 기강성  균열강성, 휨강도 측면에서 상당히 높게 평가됨을 알 수 있다. 이론값과의 

내력 비교결과, 평균 1.05로 상당히 잘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핵 심 용 어： 데크 이트, 매닮 형상, 데크춤, 슬래 , 휨성능

측면에서 변동계수는 0.275로 다소 큰 편차를 나타내었다. 

한편, 균열 후 강성의 실험값에 한 이론값()

의 분포는 1.10～2.80의 분포로 평균 1.79로 나타났으

며, 분포도 측면에서 변동계수는 0.349로 상당히 큰 편

차를 나타내었다.

(6) 매닮 형상의 데크 이트를 합성바닥 으로 사용하기 

해서는 향후 콘크리트와 데크 이트의 합성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하며, 내화 성능 확보를 한 

후속 연구가 체계 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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