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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C 합성보의 개발 및 시공사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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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C는 1999년부터 연구 개발을 시작하여 현재 까지 지속 

적으로 성능항상을 하고 있으며， 점차적으로 현장 적용도 

늘리고 있다 TSC는 Type Steel Composite beam 또 

는 The SEN steel Composite beam으로 칭하고 있는 

합성구조로서 합성보는 두 가지 이상의 구조재료를 복합적 

으로 조합하여 성능을 호*상시킨 부재 및 구초시스댐으로 

국내에서 개발 중인 iTECH와 영국 강구조학회에서 개발한 

Slimflor 등이 있다 이하에 지금 까지 연구한 TSC 합성보 

의 특성과 적용 예률 중심으로 간략히 소개하:il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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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TSC 구조의 연회 

이다 실험 및 건축물 설계에 적용하고 있는 상세는 각 

TSC 복합구조의 특징 플레이트를 용칩히여 일체화 시키는 방법이 주로 적용 

엄C는기둥이나보의 외곽에 「형강이나 E형강을배 되고있다 그러나최근의 연구결과를중심으로각플레 

치하고 철근 래티스로 조립한 후 외곽 변에 내화피복을 이트를 용접 대신 성형 또는 절곡하고 보 하부는 칠근으 

겸하는 영구꺼푸집을 설치하여 콘크리트률 부어 넣는 로보깅송F는 방법 등도 검토하고 있다 

강콘크리트 구조에서 출빌L하였다{특허 제 0343960호l. TSC 보의 형상 및 각 부위의 구성은 그림 양} 같다 

그러나 현조에 적용하는 단계에서 국내에 아직 내화재 TSC 보는 하부와 웨브， 상부 플레이트로 구성되고， 각 

로 지정을 받은 영구거푸집 재료가 없고 대형 구조물에 플레이트는 일제화 되어 적정한 설계내력을 갖는다 또 

는 철근 래티스 만으로 시공하중에 대응 히는데 문제가 한 TSC는 철골보와 콘크리트 슬래므 경계연의 수평전 

있음을 발견하였다 그로 인해 내화거푸집 대용으로 영 단력에 저항하며 합성보 거동을 하기 위해 스터드 E형 

구거푸집을 강판으로 제작히여 「형강이나 E형강을 필 강 또는 철근통을 이용한 쉬어 묘넥터와히부의 쉬어커 

요에 따라 선별적으로 사용하고. 강판을 내구재로 이용 가설치된다 하부의 쉬어키는상부와같이 내력을부담 

하여 설계하는 방법을 개빌봐였대출원변호 10-2001- 하는 것이 아니라 하부 콘크리트에 발생 히는균열이 급 

0004409), 진전하여 파단 되는 것을 방;;<1")-기 위한 것이다 TSC 보 

그림 l은 이러한 개념의 변화를 도식적으로 나타낸 것 의 상단에는 콘크리트 타설 시 웨브의 벌어짐을 방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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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힘 2. TSC 힘싱보 개잉도 

가 확인되었다 그러나 연성 

은 현격히 감소하는 반비례 

관계를나타내었는데 이것은 

상부 쉬어 코넥터의 내력부촉 

과 일부 용접불량 등에 의한 

것으로 상부 쉬어 코넥터를 

완전합성으로 설계하면 충분 

히 연성이 확보되리라 판단된 

다 또한 하부 쉬어키는 초기 

강성에 큰 영향을 미지지 않 

으나 보 하부의 콘크리트 휩 

고， 상부슬래브 작업의 용이성 등을 위해 폭 고정용으로 균열을분산시켜 조기 파단을방지하므로 적정한간격으 

관통볼트 또는 행강을 부착한다 초기에는 관통볼트를 로배치히는것이 필요한것으로확인되었다 

이용하였으나 현장 작업 시 발판으로 사용이 가능하고 

제작 시공성 등을 고려하여 앵글이나 E형강을 많이 사 

용한다 또한 하부와 웨브‘ 상부 플레이트의 제작은 각 

부재를 절단히여 용접 볼트접합하거나 벤딩기를 이용 

하여절곡 성형하면 TSC 보가완성된다 

칠골구조는 철근콘크리트에 비해 시공비가 20-30% 

비싼 것으로 알려져 있다 TSC는 현재 칠골 구조 보다 

싸고 철근콘크리트와 비교 시 5% 미만의 공사비 증가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공사비 증가는 용접으로 TSC 보를 

제작하기 때문에 발생되는 것으로 성형이나 벤딩 등으로 
사진 1. 1차 실헝 셋핑 상g 

냉간 가공하면 공사비는 더욱 저하되어 철근콘크리트와 1> 2차 실힘 2차 실험은 1차 실험을 토대로 2003년 

충분히 경쟁력 있는 구조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한국기술교육대와 함께 시행하였다 실험은 설계 및 제 

원가분석은 시공 완료한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작 시 변경이 펼요한 상부 쉬어 코넥터와 하부 쉬어키， 

하부 인장부의 보강 방법과 TSC 보 제작방법의 단순화 

개발 및 연구과정 등에 대해 검토하였다 TSC 보 제작은 벤딩기로 절콕하 

1> 1차 실험 l차 실험은 TSC 보의 구성 요소인 쉬어 였고， 상부 쉬어 코넥터도 철근과 E형강으로 시공성을 

코넥타 하부강판의 두꺼](PL-6. 12. 18mr띠 쉬어키의 고려하여 16개의 실험체로제작하였다 

영향， 측면 강판과 하부 강판의 용접방법 등을 중심으로 실험 결과 하부 플레이트를 기존의 방법과 동일한 플 

107H의 실험제를 제작하여 불완전합성으로 설계되었다 레이트로 보강히는 경우와철근또는포스트벤션에 의해 

실험은 사진 1과 같이 설치하여 실시하였고 2차 실험도 보7J'하는 경우 모두 내력 보강 효과가 크고 1차 실험과 

동일 조건으로하였다 달리 우수한 변형능력을 확보하였다 그립 3은 하부 인 

실험결과 하부 플레이트의 두께중7에 따라 내력중가 장부 보강방법에 의한 히중 변위콕선이다 또한 하부 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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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하부 인장부 보강앙업의 영항 
Ú 1 

어키는 철근과 스터드로 적용 시 각각의 종류와 배치간 

격에 의한 영향은 적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2차 

실험을 통해 하부 인장부 보강은 철근을 이용하여도 동 

그킹 4 사용성 명가 겉과 

일한 내력확보가 가능하고 쉬어 코넥터는 스터드와 칠 시공 및 설계 사례 

근 L형강 모두 적용 기능힘이 확인되었다 또한 E형강 표 1은 TSC 합성보 설계 및 시공 사례이다 TSC 합성 

은 폭 고정근으로 사용이 가능하므로 작업성이 상당히 보 설계는 1999년부터 일부 부위에 적용하기 시작하였 

우수하다 고 최초의 적용 예는 H사 디자인 연구소이다 그러나 

2차 실험은보휩 실험 이외에 쉬어 코넥터의 전단내 여기에적용된 TSC는그림 1의 @과같은강콘크리트구 

력 평기들 위한 Push-out 실험과 기둥 보 접합부에 대 조이다 

해서도 실시하였다 이러한 지속적인 실힘을 통해 TSC 현재의 형상과 유사한 상세의 적용은 2001년 3월 경 

합성보의 특성을 파악하고 설계에 적용하기 위해 계속 대안 설계로 제안한 K 빌딩 증축공사이다 TSC 보의 형 

연구 중이다 상은 슬래브 두께 120mm를 포함하여 520, 620rnrn의 

P 사용성 평가 TSC 보는 기존의 철골보합성구조에 춤으로 설계되었고， 하부 인장플레이트는 300rnrn 폭으 

비해 폐쇄 단면에 콘크리트를 채워 철근콘크리트 보와 로 12. 16. 20t의 플레이트가사용되었다 그러나 최초의 

유사한 형상을 가지므로 사용갱이 우수하다 그러나 측 설계인 관계로 인식과 홍보 부족 등으로 시공되지는 않 

정 자li가 없어 현재 신축중인 건축물 중 TSC률 적용한 았다 이후 2001년 4월 철도 과선교도 설계되었으나 채 

세 건물에 대해 사용정 평가를하였다 측정은동적 신호 택되지는 않았다 소규모이지만 시공된 최초의 시례는 

분석기와 서브 가속도계 샌서를 이용뼈 보행햄과 뒷 2001년 5월 경 응암동 B 마트 보캉공써다 기존 철근 

꿈치 충격떠e잉 Drop Im맹ct)에 대해 실시하였다 콘크리트 구조에 일부 구간 새로 추가된 보에 보강공사 

수직진동에 의한사용정 명가는 일반 철골조 건축물과 의 개념으로엄C률 적용하여 시공하였다 

상대비교 자료는 없으나 그림 4와 같이 사무소 건물에 2001년 10월 설계가완료된 J 프라자는TSC 합성보로 

적용되는 AISC 제한치 O.5%g와 일본건축학회 기준의 시공된 최초의 건축물이다 이후 L 빌딩 ， S 고릉학교 기 

권장치 Y-3을 모두 만족뼈 상당히 우수한 것으로 확 념관， K타워， P공장등에 적용하여 일부는 이미 시공이 

인되었다 완료되었다 

22 건설 키 슬인 



li 1. TSC 구초 잉게 잉 시공 사해 

프로젝트영 
건물개요 

위치 특징 비고 

충수 연연적(m21 

H사디지인 연구소 B3 - 3F 2,324 서율시종로구윈서동 강콘크리트적용 

K 빌딩 용축공사 B1 - lOF 13,661 서율시관악구신림동 대인설계저안 최초의 TSC 설계 

A 대 절도괴선교 B1 310 (ml 서율시 서대문구 대현동 대인실계저안 

B 마트 B6 - 10F 서율시은영구웅임동 보강부위 일부적용 시공왼료 

s 백화점인천집 B2 - 6F 107,809 인천시 님구관교동 대인셜계제안 

S 진지공장 3F 5,482 경묵구미시공단동 시공중 

&애인 재휠체육센터 B3 - 4F 8‘ 324 서율시노원구하계동 32.5m 스앤 적용 시공완료 

J 프라자 B1 - 6F 12,454 경기도시흥시 정왕동 시공완료 

L 일딩 B3 - 12F 11,844 서올시 강남구역상동 업무시설 시공중 

S 고등학교 기녕관 B1 - 5F 6.288 서율시강묵구미아동 시공중 

c 이따트 B2 - 28F 211,B63 서율시 강님구대치동 2층트핸스떠보적용 시공중 

K 타워 B1 - 15F 57,122 서훌시구로구구로동 이띠트횡 공징 시공중 

군산자유무역지역 P 공장 3F 7,231 전북군산시 군장 공장 시공중 

s 액회짐온정 B7 - 28F 118,312 서율시중구충무로 충고확보위해 적용 시공중 

K 타워는 17，000명이 넘는 아파트형 공끼8년로 입주자 TSC 보는 철근콘크리트와 철골조 싸l에 존재할 수 

들에게 분양되었으나 입주 시점이 촉박하여 철근콘크리 있는또 하나의 구조 시스램이다 그 오띔 지속적인 연구 

트에서 TSC로 공법 변경되어 시공하였다 공기가 초기 개발과 해결해야 할 숙제도 많다 그러나 연구개발의 성 

계획 보다 약 3개월 단축되어 금융비와간집관리비 등의 과로 엄C 합성보에 대한 각 구성 요소간의 특성이 하나 

감소 효과가 컸고， 공사비도 큰 차이 없이 묻났다 이로 씩 확인되고 있고， 새로운 접합부상세와 시공의 면이성， 

인해 발주처와 시공회사는 차기 아파트형 공장에 TSC를 경제성 까지 검토하며 실구조물에 적용하고 있다 .. 

적용하여 설계키로 하여 이미 설계가 진행 중이다 사진 

2는엄C 합성보를 적용하여 시공 중인 건물들의 조감도 

이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TSC 합성보는 이미 여러 건 

축물에 적용 히여 시공 중이거나 시공이 완료 되었고， 발 

주처와 시공사 둥이 만족하여 추가 공시에 대한 설계가 

계속협의중이다 

* * * 
지금까지 연구개발 및 시공 사례 둥을 중심으로 합성 

구조인 TSC합성보의 특성에 대해 소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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