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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모듈러 시스템은 단위 모듈화 된 형태로 공장에서 골조, 설비, 마감재 등 

약 80% 정도의 공정을 수행하게 되며, 운송을 통해 현장에서 조립하는 시

스템이다. 또한 하중 저항방식에 따라 골조형식 모듈(frame type module)

과 내력벽식 모듈(bearing wall type module)로 구분 할 수 있다[1]. 골조

형식 모듈의 경우 하중에 저항하는 주요부재가 보, 기둥으로 이루어져 있으

며, 보는 C형강, 기둥은 각형강관을 주로 사용한다. 내력벽식 모듈의 경우 

하중 저항요소가 벽체이며, 두께 1~2.5 mm 아연도박판을 사용한다. 

국내에는 2000년대 초 첫 도입을 시작으로 주거시설, 상업시설, 교육시

설 등 유닛화 된 시설에 적용되었으며, 대부분의 모듈러 건축물은 공간의 개

방성을 고려하여 골조형식의 모듈을 사용하고 있다[2]. 공장 작업의 극대화

를 통해 현장 작업이 최소화되어 공사기간 및 공사기간에 의한 간접비 저감 

등의 장점이 있다. 또한 시설을 사용하는 인원수의 변동폭을 고려하여 기존 

단위 모듈의 재활용 및 이축가능성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3]. 하지만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모듈러 시스템은 주로 3층 이하

의 건축물에 사용되었다. 모듈러 시스템의 고층화를 하지 못한 이유로는 자

체적인 횡력 저항능력 부족, 기둥의 국부 좌굴, 폐쇄형 단면 기둥으로 인해 

단위 모듈간 일체성 확보 부족 등 이 있다[4]. 이에 따라 국내, 외에서는 단

점을 보완하기 위해 앞서 언급한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였다. 첫 번째

로 횡력 저항에 대한 것은 콘크리트 전단벽 코어 또는 모듈러 시스템에 가새

를 추가하여 별도의 횡력 저항 시스템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 Fig. 1은 모

듈러 시스템에 횡력 저항 요소 적용 사례를 나타낸 것으로 (a)는 콘크리트 

전단벽을 사용한 것이며, (b)는 모듈러 측면에 가새를 사용한 것이다.

두 번째로 기둥의 국부 좌굴에 대한 것은 기둥으로 사용되는 각형강관의 

두께를 키워 국부 좌굴에 대한 저항능력을 키우거나 새로운 단면을 제시하

여 단면 내부에 콘크리트를 키우는 방법을 제시하였다[5]. 마지막으로 폐쇄

형 단면 기둥을 갖은 모듈 간 접합부는 Fig. 2(a)와 같이 기둥 밑에 Ac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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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Modular + Core system (b) Modular + Brace system

Fig. 1 Lateral Resisting System with Modular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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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e을 만들어 모듈 간 접합을 하거나 Fig. 2(b)와 같이 기둥 중간 부분에 구

멍을 내어 상,하 부재를 접합하는 방식을 사용하였다. 

또한 Fig. 3에 나타낸 연결강판을 사용하여 모듈 간 접합을 한 사례가 있

다. 각각의 형상에 대하여 반복가력실험을 통해 성능을 검증하였다[6]. 이 

외에도 모듈 간 접합부의 일체성 확보를 위해 다양한 연구가 진행 중이다. 

제시된 문제점 중 모듈 간 접합부는 외력에 대한 저항 능력을 확보해야 

하며, 공사 품질 및 공사 기간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조립의 편의성을 보장해

야 한다[7].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여러 가지 형태의 모듈러 접합부

가 제시되었으며, 그 중 Choi et al.(2016)는 새로운 단면의 보, 기둥을 제시

하여 접합부 조립의 편의성을 확보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앞 서 언급한 새로

운 단면의 부재를 토대로 길이방향 모듈 간 접합부의 유한요소해석을 통해 

내진성능을 파악하고, 선행 연구된 강재 모듈러 접합부와 비교 검증하였다. 

또한 접합부의 설계 과정을 제시하여 외력에 대한 안전성을 검토하였다.

2. 합성 모듈러의 모듈 간 접합부

2.1 모듈러 형태 및 특징

Fig. 4은 단위 모듈 4개를 적층하였을 때, 각 위치별 접합 형태를 나타낸 것

이다. Choi et al.(2016)는 기둥과 천장보, 바닥보를 강판 프레스 절곡형(Press 

Forming, PF)으로 사용하였으며, 단면 내부에 콘크리트를 채워 넣었다. 본 연

구에서는 선행 연구에서 사용한 합성기둥과 바닥보를 적용하였으며, 천장보

는 실제 강재 모듈러와 동일한 조건을 주기 위해 C형강을 사용하였다. 

모듈 간 접합부 해석에 사용된 보, 기둥 단면은 Fig. 5(a),(b)에 나타내었

다. 기둥의 경우 모듈 간 접합의 편의성을 위해 기둥 일부 단면이 오픈되어 

있는 형태이며, 국부 좌굴 및 길이방향에 대한 강성을 증가시키기 위해 콘크

리트를 채운 형태이다. 보의 경우 앞서 언급했듯이 강판을 절곡 시켜 만든 

형태로 슬래브와 보의 접합 용이성을 위해 일부 강재가 단변 방향으로 돌출 

되어 있다. 접합부 성능을 비교하기 위해 강재 모듈러 접합부를 별도로 해석

하였으며, 접합부에 사용된 단면을 Fig. 5(c),(d)에 나타내었다. Table 1은 

합성 및 강재 모듈러 접합부 해석 모델의 단면 크기를 나타낸 것이다.

단위 모듈 크기(단변×장변×높이)는 3 m×6 m×3 m이며, 단위 모듈 두 

개가 수직방향으로 적층 되었을 때 접합 형태를 Fig. 6에 나타내었다. 합성 

모듈러의 경우 상부 바닥에 위치한 강판 PF 보와 하부 모듈 천장에 위치한 

C형강 보 플랜지에 볼트 구멍을 내고 보 사이에 10 mm 연결 강판을 끼어 

넣어 M16-F10T 볼트로 체결한다. 강재 모듈러의 경우 상, 하 C형강 보 사

(a) Connection through access hole (b) Connection used for open sided 

modular

Fig. 2 Connection detail of Modules

Fig. 3 Configuration of Connection plate

Fig. 4. Composite modular frame with 4 unit-modules

(a) Composite column (b) Press forming Steel girder

(c) Steel column (d) Steel girder

Fig. 5. Section Information

Table 1. Element size of unit modular

Member Size

Composite column H×B×t 150×150×4.5

Press Forming Steel Girder H×h×B×b×t 200×80×125×75×4.5

Steel Column H×B×t 125×125×9

Steel Girder H×B×t 250×75×6

Fig. 6. Connection details of 2-unit modules (Longer, Shorter s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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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합성 모듈러와 동일한 형태 및 조건으로 모듈 간 접합을 한다. 단위 모듈

의 바닥보 및 천장보에 방향별로 3개의 볼트를 사용하며, 두 개의 단위 모듈

이 수직 및 수평으로 접합될 경우 총 12개의 볼트를 사용하여 모듈 간 접합을 

한다. 이 조립 방식은 바닥보와 천장보가 볼트로 체결되는 층간대를 제외하

고는 공장에서 조립 및 마감처리까지 할 수 있다[8]. 합성 모듈러의 경우 오

픈된 기둥 단면 가운데 볼트를 체결하여 상, 하 단위 모듈의 기둥 간 접합도 

가능하다. 합성기둥은 오픈되어 있는 단면을 사용하였으므로 Eurocode 3

에 제시 되어 있는 오픈 단면의 판-폭 두께비 기준으로 국부좌굴에 대하여 검

토하였다. 기둥의 단면의 판-폭 두께비는 조밀 단면 한계(Class 1)보다 큰

값을 갖지만 비조밀 단면 한계(Class 2)보다 작은 값을 가지므로 조밀 단면

에 속한다. PF보 플랜지의 판-폭 두께비는 조밀단면 한계에 속하지만 웨브

의 판-폭 두께비의 경우 조밀단면의 한계 값 보다 크므로 비조밀 단면에 속

한다. 강재 모듈러의 모듈 간 접합부에 사용된 기둥의 경우 내진 조밀 단면

에 속하며, 보는 PF보와 동일한 조건을 갖는다. 국부좌굴의 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해 각 모듈 간 접합부 해석 모델의 상, 하부 보에 Stiffener를 설치하

였다. 실제 구조물의 경우 바닥판에 슬래브가 설치되어 보의 국부좌굴 저항 

성능이 향상 되므로 보에 Stiffener를 보강할 필요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2 재료 강도 정의

모듈 간 접합부의 해석 모델은 유한요소해석프로그램인 MIDAS FEA 

사용하여 모델링 하였다. 접합부 구성 요소인 연결 강판과 볼트, 콘크리트

는 Solid 요소를 사용하였으며, 나머지 부재는 Shell요소를 사용하였다. 

Solid 요소의 경우 3차원 요소로 8절점으로 이뤄져 있으며, Shell요소의 

경우 2차원 요소로 형태에 따라 3절점 또는 4절점으로 이뤄져있다. 유한요

소해석은 Mesh 의 크기가 해석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인자 중 하나

이므로, 부재의 가변성 및 연결 강판의 두께를 고려하여 10 mm로 가정하였

다. Fig. 7은 접합부 해석 모델에 사용한 재료별 응력-변형률 곡선을 나타낸 

것이다. 콘크리트의 공칭강도(f'c)는 24 MPa를 사용하였으며, 강재는 SM 

355를 사용하여, 공칭항복강도(Fy)는 355 MPa, 공칭인장강도(Fu)는 490 

MPa로 하였다. 강재의 탄성계수는 210,000 MPa, 프아송 비는 0.3을 적용

하였으며, 항복 이후 hardening을 고려하여 Tri-linear로 모델링하였다.

 












 


 


 


 (1)

MIDAS FEA에서 비선형 해석시, 두 모델에 대한 항복 조건은 등가소

성응력인 von Mises 항복조건을 적용하였으며, 식 (1)에 나타내었다.

2.3 해석 모델 정의

장변방향에 대한 모듈러의 모듈 간 접합부 해석 모델을 Fig. 8(a)에 나타

내었으며, 기둥 하부의 지지점은 회전단, 천장보 아래 부분은 이동단을 적

용하였다. Fig. 8(b)는 연결 강판과 볼트 모델을 나타낸 것으로 Solid 요소

로 모델링하였다.

천장보와 바닥보의 플랜지는 Shell 요소를 사용하여 연결 강판과의 접

촉면 절점을 공유시켰다. 이로 인해 플랜지 두께 만큼 볼트와 연결강판이 이

격이 되어 있다. 따라서 Rigd Link를 사용하여 이격되어 있는 절점을 공유

시켰다. Fig. 8(c)는 Mesh 형태 및 절점이 공유되어 있는 것을 나타낸 것이

다. 장변 방향 끝 부분에 두께 6 mm의 End Plate를 모델링하여 하중 가력

시, 바닥보와 천장보의 벌어짐 현상을 방지하고 거동의 일체성을 확보하였

다. 국부 좌굴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 하고자 앞 서 언급했듯이 두께 9 mm 

Stiffener를 장변방향의 천장보, 바닥보에 설치하였다. 볼트의 경우 공칭강

도를 고려하여 각 볼트머리에 82 kN의 프리텐션을 적용하였다. 연결 강판

과 보 플랜지의 접촉면은 마찰계수를 고려하여 실제와 동일한 거동을 모사

해야 하나 변수를 최소화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마찰계수를 1로 가정하

였다. 합성 모듈러의 기둥은 한쪽 면이 오픈되어 있는 비대칭 단면이므로 편

심에 대한 영향을 줄이기 위해 기둥 단면 도심에 하중을 가력 하였다. 가력 

스케줄은 Fig. 9에 나타냈듯이 KBC 2016 0722.2.4.에 따라 변위각 0.05 

(a) Concrete (b) Steel

Fig. 7. Nonlinear models for materials

(b) Connection plate

(a) Analytical model (c) Mesh detail

Fig. 8. Finite element modeling of the connection

Fig. 9. Loading protoc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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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d(106 mm)까지 가력 하였다. 해석의 수렴성을 위해 첫 번째 변위각 

0.00375 rad(7.95 mm)을 기준으로 스텝을 나눠서 해석하였다.

3. 모듈 간 접합부 설계

3.1 외력에 의한 부재력 산정

철골 구조물의 접합부는 작용하는 외력에 의해 발생하는 부재력을 주요

부재로 전달 및 분배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접합부의 강도 및 강성에 따라 

구조물 전체 거동이 달라 질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다. 

현행 건축구조기준(KBC2016)은 연성능력에 따라 철골 모멘트 골조를 

구분하고 있으며, 골조 마다 요구되는 성능을 제시하고 있다. 모듈러 시스

템 또한 철골 구조물에 속하므로 접합부의 성능을 파악해야 한다. 모듈러는 

단위 모듈이 적층되면서 구조물이 형성되므로 보-기둥의 접합부 검토뿐만 

아니라 모듈 간 접합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보-기둥 접합부의 경우 접

합되는 부분을 용접하여 반복가력실험을 통해 접합부의 성능이 완전강접

합(Fully Restrained, FR)에 해당하는 것을 확인하였다[9]. 본 연구에서는 

보-기둥 접합을 Lee et al.(2015)와 동일한 조건을 사용하였으므로, 별도의 

검토를 하지 않았다. 모듈 간 접합부의 경우 Fig. 10에 나타냈듯이 해석 모

델에 사용한 접합부 형태를 기준으로 검토하였다. Table 2는 해석 모델의 

접합부에 작용하는 부재력을 나타낸 것이다. 부재력 산정은 철골 중간모멘

트 골조 접합부 성능을 확인할 때 사용하는 값인 층간 변위각 0.02 rad에 도

달했을 때를 기준으로 하였다.

모듈 간 접합부는 상, 하부 기둥 사이에 있는 요소에 작용하는 부재력으

로 검토하였다. 접합부 형상 특성상 하중 중심과 볼트의 강성 중심이 달라 

편심에 의한 추가적인 모멘트를 고려하였다. 하중 중심은 기둥의 단면 중심

이며, 식 (2)는 각 방향별 도심을 나타낸 것으로 두 값의 차를 편심거리로 하

였다. 여기서 Qn은 볼트의 단면1차모멘트이며, Abolt는 볼트의 단면적이다. 

따라서 편심에 의해 발생하는 모멘트 및 비틀림 모멘트를 산정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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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Fig. 11은 볼트의 강성 중심에 외력이 작용하는 자유물체도를 나타낸 것

이다. 여기서 P는 축력, M은 모멘트, V는 전단력, T는 비틀림 모멘트이다. 

비틀림 모멘트의 경우 각 볼트에 작용하는 합력으로 변경되며, 식 (3)에 나

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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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여기서 γn은 볼트의 강성중심에서 각 볼트의 중심까지의 거리이며, xn는 볼

트의 강성중심에서 볼트의 중심까지의 수평거리, yn는 볼트의 강성중심에

서 볼트의 중심까지의 수직거리이다. 비틀림 모멘트에 의한 합력(R)은 볼

트 위치에 따라 달라지며 강성중심에서 멀어질수록 값이 증가한다.R은 방

향별 전단력으로 나눌 수 있으며, V와 합하여 각 볼트에 작용하는 최종 전

단력을 산정할 수 있다. P의 경우 압축력이 아니 인장력으로 작용할 때 볼트

의 설계 미끄럼 강도를 저감 시키는 계수로 적용될 수 있다. 또한 앞서 언급

했듯이 편심에 의해 모멘트를 고려하여 볼트에 작용하는 휨응력을 추가로 

산정해야 한다. 본 연구에 사용된 접합부의 경우 1축 대칭으로 X축의 편심 

모멘트를 고려하여 중립축을 중심으로 인장측에 속하는 볼트를 기준으로 

강도를 산정하였다. 

식 (4)는 M에 의해 발생하는 각 볼트에 대한 휨응력을 나타낸 것이며, 

Ib,x는 X축에 대한 볼트의 단면2차모멘트이다.






  





×

(4)

Fig. 10. Connection details of 2-Unit Modules

Table 2. Applied load to unit module member

Load X-Direction Y-Direction

Axial Force (P) 68.44 kN (tension)

Moment (M) 3.31 kN⋅m 2.12 kN⋅m

Shear Force (V) 4.64 kN 120.4 kN Fig. 11. Free body diagram of Conn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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휨응력(σ)에 볼트의 단면적을 곱하여 볼트에 작용하는 축력을 구했으

며, P와 합하여 최종 축력을 산정하였다. Table 3은 볼트 ⑥-2에 작용하는 

부재력을 나타낸 것으로 각 볼트에 작용하는 부재력 중 가장 큰 값을 기준으

로 하였다.

3.2 볼트의 접합강도 산정

볼트 접합부는 강도 산정시, 마찰접합에 대한 설계미끄럼강도와 볼트의 

설계 강도, 볼트 구멍의 설계지압강도 중 작은 값으로 산정해야 한다[10]. 

설계 미끄럼 강도의 경우 앞서 언급했듯이 볼트에 인장력이 작용하였을 때, 

강도 저감 계수를 고려해서 산정하였다. 강도 저감 계수(ks)는 식 (5)에 나타

내었다.

 
 ×


(5)

여기서 To는 설계볼트 장력이며, Nb는 인장력을 받는 볼트 개수이다. 볼트

의 설계 강도는 설계 미끄럼 강도와 마찬가지로 볼트에 인장력 작용시, 강

도 산정 방법이 달라지므로 공칭전단강도에 대한 공칭인장강도 비를 고려

하여 산정하였다. 마지막으로 볼트 구멍의 지압강도는 볼트 구멍의 종류에 

따라 산정 값이 달라지며 강도 산정시, 표준구멍을 사용하는 것으로 가정

하였다. Table 4는 각각의 접합강도를 나타낸 것으로 산정된 값 중 가장 작

은 값인 설계미끄럼강도로 부재력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검토결과, 강도

비가 0.95로 1보다 작은 값을 가지므로 외력에 대한 구조 안전성을 확인하

였다.

3.3 연결 강판의 두께 검토

연결 강판의 경우 볼트 구멍으로 인해 단면 결손이 발생하며 면내방향 

하중 작용시, 블록전단파괴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작용하는 하중에 대

하여 전단파단과 인장파단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연

결 강판의 경우 1축 대칭 형태이므로 전체 단면에 대한 결손 부분을 정하기 

어려워, 단면을 분할하여 검토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Fig. 12에 나타냈듯이 총 5가지 단면에 대한 검토를 수행하였으며, Case 

4번과 5번은 방향별 전 길이에 대하여 검토한 것이다. 나머지 Case는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분할 단면에 대하여 검토한 것이다. 하중은 Table 2의 방

향별 Moment와 Shear Force를 근거로 산정하였다. Moment에 의한 추가

적인 면내 하중을 고려하기 위해 Moment를 연결 강판 두께로 나눠서 방향

별 면내 하중을 산정하였다. 따라서 전체 연결강판에 작용하는 면내하중은 

X방향의 경우 325 kN, Y방향의 경우 90 kN이다. 접합부에서 일정 거리 이

상 떨어져 있으면 부재 내의 응력은 단면에 걸쳐 균등하게 분포된다[10]. 하

지만 접합의 중심이 다를 경우 편심이 발생하여 균등한 응력 분포가 아닌 불

균등한 응력 분포 즉, 전단지연(Shear lag)이 발생할 수 있다. 

Case 1번에서 3번까지는 분할 단면인 점을 감안하여, 전체 전단력을 볼

트 개수로 나눠서 볼트 하나당 작용하는 전단력으로 검토하였다. 그 중 

Case 3번은 볼트 구멍이 모서리에 위치한 것을 감안하여 비틀림에 의한 전

단력 및 합력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Case4번과 5번은 전 길이를 사용하였

으므로 전체 전단력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Table 5는 각 Case에 대한 검토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검토결과, 모든 Case의 강도가 작용하중보다 큰 것

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변위각 0.02 rad에 도달하였을 때 블록전단에 대하

여 안전한 것으로 판단된다.

4. 접합부 해석 결과

4.1 해석 결과

Table 6은 각 해석모델에 대한 최대 강도 및 최대 강도 도달시, 보의 파괴 

형태를 나타낸 것이다. 접합부의 최대강도는 변위각 0.03 rad 부근에서 발

생하였으며, 장변방향의 보가 전소성모멘트에 이르러 최대강도에 도달한 

것으로 보인다.

Fig. 13은 변위각 0.03 rad에 도달하였을 때, 각 해석모델에 대한 보의 

Table 3. The results of summating load

Load Value

Axial Force (Psum) 6.34 kN (Tension) 

Shear Force (Vsum) 47.28 kN (Resultant)

Table 4. Design strength of High strength bolt

Design strength Value (kN)

Strength of slip critical connection 49.90

Shear strength of Bolt 150.80

Bearing strength at Bolt hole 136.71

Fig. 12. Block shear failure modes of Connection

Table 5. Information of Block shear strength

Case

Shear 

resisting 

area (mm2)

Tension 

resisting

area (mm2)

Shear lag 

factor

In-plane 

Load (kN)

Design 

strength 

(kN)

1 410 1,240 1 22.5 546

2 285 1,460 1 15 599

3 265 1,066.07 0.5 47.47 254.32

4 285 6,020 1 90 2,275

5 1,240 2,960 1 325 1,36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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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직방향 변형 형상을 나타낸 것이다. 두 해석 모델 모두 장변방향 바닥보 

상부 플랜지에 국부좌굴이 발생하였으며, 기둥과 근접해 있는 위치에 집중

되었다. 또한 변위각이 증가하면서 보 전체에 비틀림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

하였다. 가시성을 위해 기둥 부분 및 장변방향 보 일부를 제외하였으며, 합

성 모듈러의 최대 변위는 3.19 mm이며, 강재 모듈러는 최대 변위는 2.45 

mm이다. 

4.2 부재의 합성 효과 판별

모듈러 시스템은 앞서 언급했듯이 단위 모듈을 중첩하여 구조물을 형성

하는 시스템으로 모듈 접합 방식에 의해 구조물 전체 거동과 성능이 달라진

다. Fig. 14는 단위 모듈 간 접합 성능에 따라 정의 되는 부재의 합성, 비합성 

효과를 나타낸 것이다. Fig. 14(a)는 부재의 합성 효과를 고려한 것으로 상, 

하 부재가 단일부재와 같은 거동을 한다. Fig. 14(b)의 경우 부재의 비합성 

효과를 고려한 것으로 중립축이 상, 하 부재에 각각 형성되어 별도로 거동을 

한다.

합성 효과 고려 유, 무에 따라 부재의 단면2차모멘트(Ic, Ib) 산정 방식이 

차이가 나며, 동일한 단면을 사용했을 때 강성 차이가 4배 이상 발생한다

[11]. 본 연구에서는 모듈 간 접합부에 의한 보의 합성 효과 적용 여부를 판

단하기 위해 각 해석 모델에 대한 변형률을 확인하였다. Fig. 15는 장변 방

향 보 단부 쪽의 주요 변위각(0.005, 0.01, 0.02, 0.03 rad)에 대한 변형률 분

포를 나타낸 것이다. Fig. 15(a)는 합성 모듈러의 해석 모델에 대한 변형률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변위각이 커지면서 변형률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지만 상, 하부재의 합성효과는 보이지 않는다. 또한 변위각 0.02 rad 

이전의 변형률 분포는 선형거동에 근접한 형상을 갖지만, 그 이후에는 비선

형 거동의 형상을 갖는다. 그 이유는 변위각 0.02 rad에 도달하였을 때 강재

의 항복변형률을 초과하며, 플랜지 부분의 국부좌굴 발생으로 비선형 거동

을 한 것으로 판단된다. Fig. 15(b)는 강재 모듈러의 해석 모델에 대한 변형

률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합성 모듈러의 해석 결과와 마찬가지로 부재의 합

성효과는 보이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변형률 분포의 경우 천장보는 

Table 6. Result of Analytical models 

Analytical 

model

Maximum 

strength (kN)

Minimum 

strength (kN)
Failure mode

Composite 

module
114.23 kN -110.69 kN - Flange local buckling

- Lateral torsional 

buckling Steel module 158.55 kN -172.50 kN

(a) Composite modules (b) Steel modules

Fig. 13. Deformation of beam

(a) Flexural capacity of composite section

(b) Flexural capacity of non-composite section

Fig. 14. Flexural capacity of doubled members with composite 

effects

(a) Composite modules

(b) Steel modules

Fig. 15. Strain curve of Analytical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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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위각 0.02 rad에 도달하였을 때 강재의 항복 변형률을 초과하지만 바닥

보는 변위각 0.03 rad에 도달하였을 때 항복 변형률을 초과하였다. 합성모

듈러와 강재모듈러의 전체 보 높이는 동일하지만 강재 모듈러의 경우 바닥

보의 춤이 250 mm, 플랜지 두께가 6 mm이므로 합성 모듈러의 바닥보에 

비해 휨에 대한 저항 능력이 커서 변형률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해

석 결과를 통해 두 해석 모델 모두 상, 하부재가 독립적으로 거동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부재의 중립축이 단일 부재로 사용했을 때와 비교해서 

접합부 쪽으로 이동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상, 하 부재가 연결플레이트와 

볼트 접합의 영향을 받아 중립축이 이동한 것으로 보인다.

4.3 보의 휨강도 산정 및 검증

접합부 성능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접합부에 작용하는 휨모멘트를 산정

해야 한다. 산정 방식은 Fig. 16에 나타냈듯이 선으로 표현한 장변방향의 해

석 모델을 이용하여 식 (6-1)의 반력(Ra_v)을 구하고, 이동지점에서 회전지

점까지의 거리(L)와 보의 순경간길이(Lb)를 조합하여 휨모멘트(Mb)를 산

정한다. 

산정된 휨모멘트는 장변방향의 상, 하 보에 동시에 작용하는 것으로 보

의 공칭소성휨강도(Mpb)와 비교하여 접합부 성능을 판별해야 한다.








×
(6-1)






 ×
 ×




× (6-2)

본 연구에서는 모듈 간 접합부가 중간모멘트 골조의 접합부 성능에 준

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변위각 0.02 rad에 도달하였을 때 발생하는 하중으

로 식 (6-2)를 근거로 휨모멘트를 산정하였다. 보의 Mpb는 해석결과에 따

라 부재의 비합성효과를 고려하여 개별 부재로 산정하였으며, 좌, 우 대칭

으로 배치되어 있는 것을 반영하여 산정한 값에 두 배를 하였다. Fig. 17은 

반복가력해석에 의한 해석모델 별 이력곡선을 나타낸 것으로 변위각 0.03 

rad까지의 해석결과를 정리하였다. 합성 모듈러의 경우 부재에 사용한 강

판의 두께가 얇은 것을 감안하였을 때 합성기둥의 역할로 충분한 에너지 

흡수를 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Mpb의 80% 휨강도가 0.02 rad에 도달하

였을 때의 휨모멘트보다 작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 17(b)는 철골모듈

러의 이력곡선을 나타낸 것으로 합성 모듈러와 비교하였을 때 높은 휨강도

를 갖는다. 해석 모델의 전체 단면 크기는 비슷하나 강재 모듈러의 경우 기

둥 및 보의 두께가 합성 모듈러보다 두꺼워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강재 모듈러 역시 중간모멘트 골조의 접합성능(0.02 rad)을 만족해야하

는 기준인 Mpb의 80%보다 휨모멘트가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Park et 

al.(2019)는 단변 방향과 장변방향 모듈러의 반복가력실험을 통해 모듈 간 

접합부의 이력 및 실험체의 거동을 파악하였다. 실험체 중 LCNB는 철골 

기둥에 콘크리트를 채운 장변방향의 실험체로 본 연구의 합성 모듈러 해석 

모델과 일정부분 조건이 동일하다. LCNB 실험체 결과에 따르면 0.03 rad

에 도달하였을 때 바닥보 상부 플랜지에서 국부좌굴이 발생하였으며, 변위

각 증가에 따라 내부 콘크리트 균열과 국부좌굴이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났

다[8]. Fig. 13(a)에 나타냈듯이 합성 모듈러 해석 모델의 변위각이 0.03 rad

에 도달하였을 때 바닥보 상부 플랜지 국부좌굴이 발생하였으며, 보 플랜지 

부분과 접하는 내부 콘크리트의 변형률이 항복 변형률을 초과하는 현상이 

발생되었다. 이는 LCNB 실험체 거동과 일정 부분 일치한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모듈러 시스템은 2000년대 초 국내에 첫 도입을 시작으로 공장 작업을 

통한 대량 생산 및 현장 작업을 최소화 하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일반 철골 

Fig. 16. Load mechanism of Longer span Modules

(a) Composite modules

(b) Steel modules

Fig. 17. Moment-Drift Angle of Analytical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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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물에 비해 중, 고층 건축물에 적용한 사례가 적다. 자체적인 횡력 저항

능력 부족 및 폐쇄형 단면으로 인한 모듈 간 접합부의 일체성 확보가 어려운 

것을 대표적인 이유로 들 수 있다. 국내, 외에서는 이와 같은 단점을 보완하

기 위해 별도의 코어시스템을 적용하고 모듈 간 접합 개선을 위한 연구가 진

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Choi et al.(2016)에서 제안한 모듈러를 대상

으로 모듈 간 접합부 해석을 수행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1) 반복가력해석을 근거로 보의 변형률 분포를 통해 상, 하부재가 독립적으

로 거동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소성휨강도를 산정하였다. 

합성모듈러와 철골모듈러의 모듈 간 접합부 모두 중간모멘트 골조의 접

합 성능(0.02 rad)기준을 만족하였으며, 접합부의 최대 강도는 장변방향 

보 단부에 소성힌지가 발생하여 결정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2) 모듈 간 접합부의 안전성 검토를 위해 변위각 0.02 rad을 기준으로 작용

하는 부재력을 산정하였다. 이론식을 근거로 접합부 강도가 부재력에 대

하여 안전성을 확보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또한 연결 플레이트의 블록전

단파단에 대하여 파단 종류를 제안하여 각 파단에 대한 안전성을 확인하

였다.

3) 두 해석 모델의 공통적인 결과로 0.02 rad에 해당하는 압축력 가력시, 작

용하는 외력에 대하여 바닥보 상부 플랜지에 국부좌굴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합성모듈러에 사용한 기둥의 경우 강재 모듈러의 기둥에 비

해 얇은 두께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에너지 흡수를 한 것을 확

인하였다. 이는 콘크리트와의 합성효과로 보이며, 변위각 0.03 rad 이후

에 보와 접합되어 있는 부분에 콘크리트 균열파괴와 함께 기둥 국부좌굴

이 발생하였다.

4) 본 연구에서는 절곡 기둥에 콘크리트를 채운 형태로 강재 모듈러와 동일

한 접합 조건으로 해석하여 접합부 성능을 검증하였다. 추후 상, 하 기둥

간 볼트 채결 유, 무에 따른 결과 비교 및 해석 결과의 정확한 검증을 위해 

해석모델과 동일한 조건의 반복가력실험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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