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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철근콘크리트 기둥과 프리플렉스 보의 강접합 방식

요약

본 발명에서는 프리플렉스 보와 철근콘크리트 기둥의 접합부를 강접합으로 접합할 수 있는 방식으로 「SB Type」, 「
EC Type」,「EB Type」 등 세가지의 시공법을 개발한 바 있다.

    
SB 타입 접합부는 프리플렉스 보와 철근콘크리트 기둥의 접합시 시공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접합부에 브라켓 형식
의 " +" 자형 철골보 혹은 " T" 자형 철골보를 선 시공한 후, 기둥 콘크리트가 굳은 후에 프리플렉스 보를 연결하는 공
법이다. 따라서 프리플렉스 보는 Steel Bracket에 강접합으로 접합된다. EC 타입 접합부는 철골공사와 콘크리트 공사
를 분리하면서, 구조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공법이다. 따라서 조립용 철골기둥과 프리플렉스 보를 선 시공한 후, 기
둥 및 바닥 슬래브 콘크리트를 후 타설한다. 조립용 철골기둥은 철골작업을 위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시공하중을 받을 
수 있는 정도의 작은 크기의 기둥을 사용한다. EC 공법의 구조적인 장점은 기둥에 매립된 조립용 철골기둥과 프리플렉
스 보를 강접합으로 연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접합부의 강도를 증진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EB 타입 접합부는 철골부재를 콘크리트 기둥에 삽입하는 일반적인 공법과 유사하다. 그러나 내부접합부의 경우에는 두
개의 프리플렉스 보를 용접 접합하여 일체화 할 수 있지만 외부접합부의 경우에는 적절한 접합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따라서 쉬어 코넥터와 훅크 철근을 사용하는 방법과 쉬어 코넥터와 함께 프리플렉스의 끝단에 용접한 철판을 사용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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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발명은 철근콘크리트 기둥과 프리플렉스 보를 강접합으로 접합함으로서 안전하고 경제적인 프리플렉스 합성보
의 시공이 가능하게 하여, 프리플렉스 보 - 철근콘크리트 기둥 접합부의 일체화를 도모하는 한편, 프리플렉스 보의 양
단부를 고정시킴으로서 부재량을 감소할 수 있는 이점을 가지고 있다.

대표도
도 1a

명세서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 1 도는 본 발명에 의한 「SB (Steel Bracket) Type 접합부」의 원리도

제 2 도는 본 발명에 의한 「EC (Erection Column) Type 접합부」의 원리도

제 3 도는 본 발명에 의한 「EB (Embedded Beam) Type 접합부」의 원리도

<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① : 프리플렉스 보 (Preflex Beam)

② : 철근콘크리트 기둥

③ : 접합부 띠근

④ : " ＋" 철골 브라켓 (Steel Bracket)

⑤ : " ㅜ" 철골 브라켓 (Steel Bracket)

⑥ : 철골 브라켓 접합

⑦ : FBP (Face Bearing Plate)

⑧ : 밴드 플레이트 (Band Plate)

⑨ : E-FBP (Extended - Face Bearing Plate)

⑩ : Erection Column

⑪ : 플레이트 (Plate)

⑫ : 쉬어 코넥터 (Shear Connector)

⑬ : 후크철근 (Hook Bar)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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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플렉스 합성보(preflex composite beam)는 철골보에 미리 설계 하중을 재하시킨 후, 철골보의 하부 플랜지에 고
강도 콘크리트를 타설 및 양생하여 콘크리트에 압축 프리스트레스를 도입하는 합성구조이다. 그러나 현재 프리플렉스 
합성보가 단순보로 설계되고 있어 건축물에 적용시 지진하중과 풍하중 등의 수평하중에 대해 저항하기 위해서는 전단
벽 등의 수평하중 저항요소에 모든 횡력을 부담시켜야 하는 문제점과 프레임구조로 설계시 구조물의 프리플렉스 합성
보를 단순보 지지조건으로 처리함에 따라 골조에서 보-기둥 접합부가 핀 상태로 됨에 따라 이를 고정상태로 하는 것에 
비하여 구조물의 횡하중 저항능력, 바닥판의 진동, 합성보의 깊이(depth) 등 많은 구조적 및 기능적의 이점을 포기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본 발명에서는 철근콘크리트 기둥과 프리플렉스 보의 접합부에서 시공성 및 경제성 향상을 위한 RCS(Reinfor
ced Concrete column-Steel beam) 접합방식으로 「SB (Steel Bracket) Type 접합부」, 「EC (Erection Colum
n) Type 접합부」, 「EB (Embedded Beam) Type 접합부」등 세가지의 시공법을 개발한다.

본 발명의 내용을 그림을 이용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제 1도는 「SB (Steel Bracket) Type 접합부」의 시공 원리를 보이고 있다. 여기서, SB 타입 접합부는 프리플렉스 
보 < 도 1, 2, 3의 ①)> 와 RC 기둥 < 도 1, 2, 3의 ②> 의 접합시 시공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접합부
에 브라켓 형식의 " +" 자형 철골보(도 1의 ④) 혹은 " T" 자형 철골보 < 도 1의 ⑤> 를 선 시공한 후, 기둥 콘
크리트가 굳은 후에 프리플렉스 보를 연결하는 공법이다. 따라서 프리플렉스 보를 접합하기 이전까지의 공정은 RCS공
법과 동일하며, 프리플렉스 보는 < 도 1> 과 같이 Steel Bracket에 강접합 < 도 1의 ⑥> 으로 접합하게 
된다. 그리고 프리플렉스 보와 콘크리트 기둥의 접합부에 대한 보강방안은 크게 세가지를 들 수 있다. 먼저 FBP (Fac
e Bearing Plate, 도 1, 2, 3의 ⑦)는 철골보와 기둥이 접하는 부위에서 철골보의 웨브를 보강하는 스티프너이다. 그리
고 E-FBP (Extended Face Bearing Plate, 도 1, 2, 3의 ⑨)는 철골보와 기둥의 접합부 상하단에 ㄷ-형강 (chann
el) 혹은 밴드 플레이트 < 도 1, 2, 3의 ⑧> 등을 사용하는 방법이다. 또한, 패널존의 구속 및 전단보강을 위해서
는 패널존에 후프 철근 < 도 1, 2, 3의 ③> 을 사용하게 된다. 이러한 후프 철근을 연속으로 배근하기 위해서는 
패널존 내에서 철골 웨브에 구멍을 내는 방법이 일반적으로 사용된다.
    

제 2도는 EC 타입 접합부는 철골공사와 콘크리트 공사를 분리하면서, 구조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공법이다. 따라서 
조립용 철골기둥(Erection Steel Column, 도 2의 ⑩)과 프리플렉스 보를 선 시공한 후, 기둥 및 바닥 콘크리트 슬래브
를 타설한다. EC 공법의 구조적인 장점은 기둥에 매립된 조립용 철골기둥과 프리플렉스 보를 강접합으로 연결이 가능
하기 때문에 접합부의 강도를 증진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제 3도의 EB 타입 접합부는 철골부재를 콘크리트 기둥에 삽입하는 일반적인 공법과 유사하다. EB 타입 접합 방식에서 
내부접합부의 경우에는 두개의 프리플렉스 보를 용접 혹은 볼트 등을 통하여 일체화 할 수 있지만, 외부접합부의 경우
에는 적절한 접합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따라서 < 도 3> 과 같이 쉬어 코넥터(⑫)와 훅크 철근(⑬)을 사용하는 방
법과 쉬어 코넥터(⑫)와 함께 프리플렉스 보의 끝단에 용접한 철판(⑪)을 사용하는 방법을 개발하였다.

본 발명은 철근콘크리트 기둥과 프리플렉스 보를 강접합으로 접합함으로서 안전하고 경제적인 프리플렉스 합성보의 시
공이 가능하게 하여, 프리플렉스 보 - 철근콘크리트 기둥 접합부의 일체화를 도모하는 한편, 프리플렉스 보의 양단부를 
고정시킴으로서 Mo- Mc (                                  /24) 만큼의 부재량을 감소할 수 있는 이점을 가지고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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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명의 구성 및 작용

.

    발명의 효과

.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본 발명에서는 프리플렉스 합성보에서 부모멘트 발생하는 RC기둥과 보의 접합부에서 시공성 및 경제성 향상을 위한 접
합방식으로 「SB Type」,「EC Type」,「EB Type」등 세가지의 접합방식을 개발하였다. 따라서 특허청구의 범위는 
프리플렉스 보를 철근콘크리트 기둥에 강접합으로 접합할 수 있는 이상의 세가지 접합방식으로 한다.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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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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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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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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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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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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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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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3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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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3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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