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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머리말

국내 건설시장의 신규 로젝트 물량이 지속 으로 어듦에 

따라 건설업계의 해외 건설시장으로의 진출이 확 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구조설계 기술자들에게 해외 구조기 을 활용

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의 구조기

(ACI 318(1), AISC 360(2))을 기반으로 제정된 국내 건축구

조기 (이하 KBC 2016
(3)

)에 익숙한 국내 구조기술자들은 

유럽의 구조기 인 유로코드(Eurocode)(4)-(6) 등 해외 구조기

에 한 숙련도가 낮아 해외 건설 로젝트 실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편 강구조  철근콘크리트 구조의 장 을 살리고 단 을 

상호보완하기 하여 다양한 강-콘크리트 합성구조를 개발하

여 건설 로젝트에 용하고 있다. 이  TSC(Thin Steel- 

plate Composite) 합성보는 실험연구를 통하여 구조성능  

내화성능을 검증하 고(7)-(21) 다수의 특허를 등록하 다(표 1 

참조). 이를 기반으로 재까지 다양한 건설 로젝트에 용

되고 있다.

최근 싱가포르의 도시개발공사인 JTC(Jurong Town Cor- 

poration)가 공공발주한 형 물류창고 로젝트에 TSC 합

성보 공법이 제안  채택되었다. 싱가포르는 국가 건축 구조

설계 시 표 기 으로 유로코드(4)-(6)를 채택하고 있어 TSC 

합성보의 구조설계를 하여 유로코드
(4)-(6)

에 따른 설계방법

을 정립하게 되었다. 이에 본 기사에서는 TSC 합성보에 한 

소개와 구조  내화 성능 검증 황, 그리고 KBC 2016(3)와 

유로코드
(4)-(6)

를 이용한 TSC 합성보 구조설계 방법에 하여 

논하고자 한다.

특허명 특허등록번호 등록일

성형 강  콘크리트 보 제 0617878 호 2006.08.23

TSC 보의 강선긴장 보강 공법 제 0777566 호 2007.11.12

상부 랜지를 안쪽으로 어 넣은 TSC 보 제 0872959 호 2008.12.02

트러스덱 바닥 을 TSC보 측면에 부착한 

띠쇠에 얹어 조정하는 합성보 공법
제 1000269호 2010.12.03

3조각 하이 리드 빔  그 제조방법 제 1404515호 2014.05.30

강  조립 합성보 제 1469798호 2014.12.01

표 1. TSC 합성보 련 특허

2. TSC 합성보

2.1 개발 배경  주요 강

TSC 합성보는 가공조립된 U형의 강재 보 안에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채우는 합성구조 공법으로 그림 1과 같이 슬래 를 

포함하여 T형의 형상이다. U형 단면의 강재 보는 하부 이

트-웨 -상부 이트로 구성된다. 여기서 상부 이트에 

단연결재로 스터드를 용 하여 콘크리트슬래 와 강재 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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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체성을 확보하며, 이에 TSC 합성보의 U형강 -내부콘크리

트-콘크리트슬래 로 이루어진 T형의 체 합성단면이 설계강

도를 발휘한다. 이때 U형 강 이 부재의 최단측에 배치되어 

인장재 역할을 하기 때문에 휨에 한 강성  강도를 효율

으로 확보할 수 있다. 한 TSC 합성보의 U형 강 은 그 자

체로 휨강성이 충분하기 때문에 시공 시 콘크리트 타설 측압에 

견딜 수 있는 거푸집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고, 기존 철근콘크

리트 보 시공에 사용되는 재래식 거푸집  동바리 없이 무지

주 시공이 가능하다.

그림 1. TSC 합성보의 형상  구성

2.2 구조성능 검증

국내 다수의 학술논문집에 TSC 합성보의 구조실험을 통한 

성능검증 결과가 게재되었다. 김상모와 김규석(7)  김상섭 등
(8)

은 TSC보의 단조가력 실험을 통하여 기존 H형강 합성보 

설계법을 이용한 TSC 합성보의 구조설계가 가능함을 입증하

고, 단연결재에 따른 TSC 합성보의 휨거동을 규명하는 

등 TSC 합성보의 구조특성 분석  구조설계와 시공에 필요

한 기 자료를 제시하 다. 그 외 포스트텐션 공법 용 TSC 

합성보의 구조성능 증진 실험검증(9),  두께와 춤이 낮은 병

목형 TSC 합성보의 휨성능 구조실험기반 검증
(10)

, 단연결

재 형상에 따른 TSC 합성보의 단내력성능 실험검증(11) 등

의 연구를 통하여 TSC 합성보의 구조성능이 검증되었다.

TSC 합성보와 다양한 종류의 기둥 간 합부의 실험연구를 

통하여 TSC 합성보로 이루어진 골조 합부의 내진성능을 검

증하 다. 그림 2에 제시된 SRC 기둥과 TSC 합성보로 구성

된 내진 합부의 구조실험 성능검증
(12)

을 시작으로, 김성진 등
(13)은 강  구거푸집 기둥과 TSC 합성보로 구성된 합부

의 반복가력실험을 통하여 내진성능을 평가하 고, 황 종 등
(14)

은 콘크리트 기둥과 TSC 합성보로 이루어진 내진 합부의 

구조실험 성능검증을 수행하 다. 박홍근 등(15)은 강재기둥과 

TSC 합성보로 이루어진 합성 내진 합부의 주기하  실험으

로 내진규정에 만족하는 합부 공법을 개발하 으며, 박창희 

등(16)은 TSC 합성보와 H형강으로 구성된 십자형 합부의 

강축방향 반복가력 구조성능실험으로 합성 합부의 내진성능

(a) 실험체 설치 셋업 경

(b) TSC 합성보-SRC 기둥 합부 실험체

(c) 실험결과 모멘트-회 각 이력곡선

그림 2. SRC 기둥-TSC 합성보 합부의 구조성능실험 

셋업  하 변 이력곡선(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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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한계상태를 제어할 수 있는 설계법을 제안하 다. 그 

외 TSC 합성보와 철근 선조립기둥(Pre-fabricated Rein- 

forced Concrete, PRC 기둥)으로 이루어진 합부의 반복 

횡가력 구조실험 수행  내진성능의 해석
(17)

,앵  선조립 합

성기둥(Pre-fabricated Steel Reinforced Concrete, PSRC 

기둥)과 TSC 합성보 합부의 주기하  가력 실험으로 내진

합부 상세  합부 단설계법 제안
(18)

, 원심력을 이용한 

고강도 철근콘크리트 기둥(Centrifugal Reinforced Con- 

crete Column, CRC 기둥)과 TSC 합성보로 이루어진 외부

합부의 반복가력 실험
(19)

을 수행하 다.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 학술논문집에 TSC 합성보와 다양한 

구조의 기둥 부재간 합성 합부의 구조성능실험 결과를 게재

하여 국제 으로 그 당 성을 입증하 다. Park et al.
(20)

은 

철근 선조립 기둥(PRC)  원심력 이용 고강도 철근콘크리트 

기둥(CRC기둥)과 TSC 합성보로 이루어진 합부의 반복가

력 실험연구를 수행하 고, Lee et al.
(21)

은 H형강 기둥과 

TSC 합성보, 그리고 골데크-콘크리트 슬래 로 이루어진 

합부의 반복가력 실험연구를 수행하 다. Hwang et al.(22)은 

앵  선조립 합성기둥(PSRC기둥)과 TSC 합성보 합부의 

반복가력 실험연구 결과를 발표하 다.

2.3 내화성능 검증

TSC 합성보는 상하부 랜지  웨  강 이 노출되어 있

기 때문에 화재 시 설계강도를 발휘하기 해서는 내화성능을 

확보해야한다. 이에 구조성능 검증에 더하여 다양한 내화성능 

연구를 수행하 다. TSC 합성보의 내화성능 평가를 하여 

부재 형상의 종류, 가력 하 , 내화피복재 보강방법 등을 주요 

변수로 내화실험을 수행하 고 수학  수치해석을 통하여 결

과를 평가하 다.(23) 그리고 고온에서 TSC 합성보의 소성모

멘트의 변화, 내화피복  콘크리트 내 보강근의 효율성을 고

려한 내화실험
(24)

을 실시하 다. 한 25mm 내화피복재 뿜

칠 TSC 합성보의 3시간 내화성능 확보 여부를 하 의 재하 

 비재하된 각각의 상황을 실험 으로 검증(25)하 다.

국내 건축물에 TSC 합성보를 용하기 하여 2008년부터 

주기 으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내화구조 인정을 갱신받고 

있다.(26) 그림 3은 최근의 내화구조인정서로 TSC 합성보는 

16mm와 21mm 내화뿜칠에 하여 각각 2시간과 3시간, 

0.65mm와 1.30mm와 3.30mm 내화도료는 각각 1시간, 2

시간, 3시간의 내화구조인정서이다.

그림 3. TSC 합성보 내화구조인정서

3. TSC 합성보 련 국내 구조기 과 유로코드

KBC 2016(3)와 유로코드(4)-(6)의 합성구조 규정을 비교하면 

강재단면  합성단면을 구성하는 강재 요소의 분류체계, 설계

식의 구성, 기반 이론  철학 측면에서 많은 차이가 있다. 

TSC 합성보 구조설계와 련된 주요 규정은 아래와 같다.

3.1 강도감소계수

KBC 2016(3)은 부재 공칭강도에 강도감소계수를 곱하여 설

계강도를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에 유로코드(4)-(6)는  

공칭 재료강도에 재료강도계수를 나 어 어든 설계재료강도

를 산정하여 부재강도를 계산한다. 여기서 재료강도감소계수

는 국가별 규정(National Annex)을 따르도록 되어있다.

KBC 2016
(3)

의 합성단면 설계휨강도와 단강도의 강도감

소계수는 아래와 같다.

- 합성단면의 휨강도

   (1)

- 강재의 단강도

   (2a)

- 콘크리트와 철근 는 강재단면과 철근의 단강도 

   (2b)

유로코드(4)-(6)에서는 콘크리트와 철근, 강재의 재료강도계수

를 각각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 TSC 합성보에 용되는 재료

강도계수는 아래와 같다.

   (3a)

   (3b)

   (3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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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 , 는 각각 콘크리트, 철근, 강재의 재료강도

계수이다.

3.2 강재단면을 구성하는 요소의 분류

KBC 2016(3)에서는 강재단면을 구성하는 요소를 콤팩트

(조 )요소, 비콤팩트(비조 )요소, 세장 요소 세 가지로 분

류한다. 반면 유로코드
(4)-(6)

에서는 강재단면을 구성하는 요소

를 Class 1부터 Class 4까지 총 네 가지로 분류한다.

- Class 1: 강도 감 없이 소성해석에서 요구하는 회 성능

을 소성힌지부에서 발휘할 수 있는 강재단면

- Class 2: 소성모멘트강도를 발휘할 수 있으나, 국부좌굴

로 인하여 회 성능에 한계를 갖는 강재단면

- Class 3: 압축  연단이 항복강도에 도달하는 항복모멘트

강도를 발휘할 수 있으나, 국부좌굴로 인하여 

소성모멘트강도를 발휘할 수 없는 강재단면

- Class 4: 단면 내 항복응력 발생 이 에 국부좌굴이 발생

하는 강재단면

즉, Class 1과 Class 2는 조 요소, Class 3은 비조 요

소, 그리고 Class 4는 세장 요소와 같다고 볼 수 있다. 강재

단면 요소별 폭두께비에 따라 분류하며 KBC 2016(3)과 유

로코드(4)-(6)에서 요소 분류를 한 폭두께비 제한값을 다르

게 규정하고 있다. KBC 2016
(3)

에서 TSC 합성보의 U형강

의 요소별 폭두께비 제한값은 아래와 같다.

a. 콘크리트 타설  강재단면

 - 정모멘트에 한 상부 랜지(bf/tf)

   (4a)

   (4b)

 - 부모멘트에 한 하부 지(bp/tp)

   (5a)

   (5b)

 - 정-부모멘트에 한 웨 (hc/tw)

   


 
(6a)

   (6b)

b. 콘크리트 타설 후 합성단면

 - 정-부모멘트에 한 랜지(bf/tf, bp/tp)

   (7a)

   (7b)

   (7c)

 - 정-부모멘트에 한 웨 (hc/tw)

   (8a)

   (8b)

   (8c)

  여기서, λp=조 단면 폭두께비 제한값, λr=비조 단면 

폭두께비 제한값, λmax=합성부재 최  허용 폭두께비 제

한값, E=강재 탄성계수, Fy=강재 항복강도,     

(이때, 0.35 ≤ kc ≤ 0.76), Mp=소성모멘트강도, My=항

복모멘트강도.

유로코드(4)-(6)에서 TSC 합성보 U형강 의 요소별 폭두

께비 제한값은 표 2와 3과 같다. 유로코드(4)-(6)에 규정된 웨

에의 폭두께비(hw/tw) 제한값은 Class 1과 Class 2에서 

웨 요소 체 깊이 비 압축응력 작용 구간의 비()에 따라 

달라지며, Class 3에서 강재단면 압축  연단에 항복응력이 

작용할 때 합조건에 따라 구할 수 있는 인장  연단 응력비

(ψ)에 따라 달라진다.

3.3 TSC 합성보의 휨강도

3.3.1 콘크리트 타설  강재단면의 휨강도

TSC 합성보의 U형 강재단면은 강축에 휨을 받는 1축 칭 

단면이므로 KBC 2016(3)의 “0706.4 콤팩트웨  는 비콤팩

트웨 를 갖는 강축휨을 받는 H형강부재”에 제시된 규정에 따

라 공칭휨강도를 산정할 수 있다.(7) 따라서 공칭휨강도 Mn은 

압축 랜지항복강도, 횡좌굴강도, 랜지국부좌굴강도, 인장

랜지항복강도 한계상태  최소값으로 정의할 수 있다. 다

만, TSC 합성보는 웨 간 설치되는 수평앵 에 의해 충분히 

횡지지 되어있으므로 횡좌굴강도는 고려하지 않는다.

a. 압축 랜지항복강도

     (9)

b. 압축 랜지국부좌굴강도

 - 비조  랜지의 경우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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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장  랜지의 경우

 



(11)

c. 인장 랜지항복강도

     (12)

유로코드(4)-(6)는 강재단면의 휨강도를 강재단면 분류에 따

라 각각 다른 설계식을 통해 산정하도록 규정한다. TSC 합

성보의 콘크리트 타설  U형 강재단면의 휨강도는 아래의 

식(Eurocode 3(5), Eq. (6.13)-(6.15))에 따라 계산할 수 

있다.

a. Class 1 는 Class 2 단면

   


(13)

b. Class 3 단면

   

 
(14)

c. Class 4 단면

 

 
(15)

  여기서 Wel,min=최소 탄성 2차단면모멘트, Weff,min=최소 

유효 2차단면모멘트이다. Wel,min와 Weff,min은 단면 내 최  

탄성응력의 크기에 따라 달라진다.

단면요소 

분류

단면 

응력분포

콘크리트 타설  

강재단면 제한값 

콘크리트 타설 후 

합성단면 제한값

(bf/tf 는 bp/tp)

Class 1 ≤ 

Class 2 ≤  ≤ 

Class 3 ≤  ≤ 

표 2. TSC 합성보 랜지요소 폭두께비 제한값

단면요소 

분류

단면 

응력분포
강재단면  합성단면 제한값(hw/tw)

Class 1

 (1)  > 0.5인 경우

≤  
 (2)  ≤ 0.5인 경우

≤  

Class 2

 (1)  > 0.5인 경우

≤  
 (2)  ≤ 0.5인 경우

≤  

Class 3

 (1) ψ > -1인 경우

≤  
 (2) ψ ≤ -1인 경우

≤  

표 3. TSC 합성보 웨 요소 폭두께비 제한값

3.3.2 콘크리트 타설 이후 합성단면의 휨강도

TSC 합성보는 충 형 합성부재로 볼 수 있으므로 KBC 

2016(3)의 “0709.3.4 충 형합성부재의 휨강도”에 따라 휨강

도를 산정한다. TSC 합성보의 단면은 조 , 비조 , 세장 으

로 분류하며, 이는 식 (7)과 (8)을 이용하여 별한다. 조 단

면인 TSC 합성보의 휨강도는 합성단면의 소성응력분포로 구

한 소성모멘트강도 Mp(식 (16))로 계산하며, 세장단면의 공

칭휨강도는 첫 항복모멘트 My로 구한다. 그 간인 비조 단

면인 TSC 합성보의 휨강도는 식 (17)과 같이 폭두께비에 

따라 소성모멘트와 항복모멘트를 선형보간 계산한다.

   (16)

       

 
(17)

TSC 합성보의 휨강도는 철근콘크리트 슬래 의 유효폭 내 

기여도를 함께 고려하여 T형 단면의 내력으로 평가한다. 이를 

하여 상부 랜지에는 철근콘크리트 슬래 와 TSC 합성보 

가 합성거동 하도록 단연결재를 설치한다. KBC 2016(3)에

서는 정모멘트가 작용하는 합성부재의 휨강도를 소성응력분포

를 고려하여 산정할 때, 콘크리트 슬래 의 압축력 C를 강재

보와 콘크리트 슬래  사이의 합성정도에 따라 구한다. 따라서 

소성모멘트 산정 시 콘크리트 슬래 의 압축력 C는 KBC 

2016
(3)

의 0709.3.2.1 해설식에 따라 아래  최소값으로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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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된다.

     (18a)

   (18b)

  (18c)

  여기서 fck=콘크리트의 설계기 압축강도(MPa), Ac=유효

폭 안에 있는 콘크리트슬래 의 면 , As= 강재단면의 총면

, Asw=강재웨 의 단면 , Asf=강재 랜지의 단면 , Fy=

강재의 설계기 항복강도, ∑Qn=정모멘트가 최 가 되는 치

와 모멘트가 0인 치 사이에 있는 스터드앵커의 공칭강도의 합.

슬래 의 압축력 C가 단연결재강도의 합 ∑Qn로 결정되

는 경우 완 합성보로 설계하며, 그 지 않으면 불완 합성보

로 설계한다. 불완 합성보의 압축블록깊이 a는 아래 식 (19)

에 따라 산정한다.

 


(19)

  슬래 의 압축력 C의 크기에 따라 소성 립축 치가 달라

진다. 결국, 강재보와 콘크리트슬래  사이의 합성정도에 따라 

소성 립축 치가 달라지며, 휨강도 역시 달라진다.

유로코드
(4)-(6)

에서는 합성단면의 휨강도(MRd)를 강재단면 

분류  합성률에 따라 나 어 정의하고 있다. 합성단면이 

Class 1 는 Class 2인 경우, 콘크리트슬래 와 강재단면 

간 단연결재의 항성능을 기반으로 구한 합성률에 따라 완

합성 소성모멘트와 부분합성 소성모멘트로 나 어 휨강도를 

산정한다. 그림 4는 콘크리트슬래 와 강재단면 보의 합성률

에 따른 소성응력분포  소성모멘트의 변화를 나타낸다. 부분

합성 소성모멘트 강도(MRd)는 그림 3과 같이 콘크리트슬래

에 작용하는 압축력을 합성률(η=Nc/Ncf)만큼 여 계산하거

나 식 (20)을 이용하여 보수 으로 구한다.

      


(20)

  여기서 Mpl,a,Rd=강재단면 소성모멘트, Mpl,Rd=완 합성단

면 소성모멘트, Nc= 콘크리트슬래  작용 압축력, Ncf= 단

연결재가 충분한 콘크리트슬래  작용 압축력, fcd=콘크리트 

실린더 압축강도.

TSC 합성보의 합성률(η=Nc/Ncf)은 Nc와 Ncf의 비율로 구

한다. 여기서 Ncf는 완 합성 소성모멘트를 발휘할 때 슬래

에 작용하는 압축력, Nc는 슬래 에 작용하는 압축력으로 Nc

는 단연결재의 설계강도(PRd), 콘크리트슬래  유효폭 내 

소성응력강도(Npl,c), 그리고 강재의 소성응력강도(Npl,a)  

최소값으로 결정한다.  세 가지 강도는 아래 계산식에 따라 

구한다.

 




 는 

 
(21)

    (22)

     (23)

그림 4. 합성률에 따른 소성 휨모멘트 강도의 변화

한편 유로코드(4)-(6)에서는 합성부재 합성률()의 하한치를 

두어 최소 합성률을 확보하도록 아래와 같이 규정한다.

 ≥  
   ,  ≥ 0.4 (24)

  여기서 Le=부재에 작용하는 휨모멘트가 0인 지 간 거리.

3.4 합성부재의 처짐

KBC 2016
(3)

에서는 합성단면의 설계가 처짐에 의해 결정되

는 경우 사용하 의 조합에 하여 탄성범  내에 있거나, 비

탄성거동에 의한 확 효과를 고려하도록 규정한다. 여기서 합

성단면 처짐은 유효휨강성으로 계산하며, KBC 2016
(3)

에서

는 유효 단면2차모멘트 Ieff를 선형탄성이론으로 구하는 Iequiv 

의 0.75배 한 값을 유효휨강성 산정 시 사용한다. 콘크리트 

수축  크리 에 의한 합성 부재의 장기처짐은 KBC 2016
(3)

에서는 직 인 지침이나 규정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유로코드(4)-(6)에서도 장기처짐에 한 지침이나 규정을 명확

히 제시하고 있지는 않으나, 장기처짐을 고려하기 한 탄성계

수비와 콘크리트 균열 시 휨강성과 련된 내용을 유로코드 

4(6)의 5.4.2.2과 5.4.2.3에서 각각 제시하고 있다.  규정

과 유로코드 4
(6)

 기반 제집을 활용하여 TSC 합성보의 장기

처짐을 검토하 고, 싱가포르 감리단에서 TSC 합성보 장기처

짐 검토 결과를 최종 승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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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 TSC 합성보의 장기처짐(유로코드 4
(6)

)

(1) 장기하 에 한 탄성계수비

콘크리트의 탄성계수는 시간이 지나면서 감소하게 되고, 장

기 으로 작용하는 하 의 종류에 따라 그 감소되는 정도가 다

르게 나타난다. 따라서 장기처짐 산정 시 시간 변화에 따른 콘

크리트 탄성계수를 반 해야한다. 유로코드 4(6)는 경과시간과 

하  종류에 따라 감소되는 콘크리트의 탄성계수를 탄성계수

비 nL로써 장기처짐 산정 시 고려하며, 식 (25)에 따라 구할 

수 있다.

    (25)

  여기서, nL은 콘크리트 탄성계수와 강재 탄성계수의 비율이

며, 와 은 각각 시간과 하 의 특성을 반 하는 크리  

상수이다.

(2) 장기하 에 한 처짐

총 장기처짐 δtotal을 산정하는 계산식과 이를 구성하는 계산

항은 아래와 같이 정의한다.

             (26)

구 인 작용에 의한 처짐 δperm은 시공  하 에 의해 발

생하는 처짐 δconst과 마감 하 으로 부재 단부에 인해 균열이 

발생하 을 때의 처짐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한편 δvar는  δvar1과 δvar2을 합산하여 계산하며, δvar1은 재령 

28일에 가하는 하 에 한 처짐, δvar2은 바닥 마감 하 과 

최  활하 이 작용한 시 으로부터 충분히 시간이 지났을 때 

증가하는 처짐이다. δvar1과 δvar2 모두 장기효과를 고려하여 계

산하는 유효 단면2차모멘트로 계산한다.

4. 맺음말

최근 싱가포르에 TSC 합성보를 용하면서, 유로코드(4)-(6)

로 TSC 합성보를 설계하 다. 이에 본 기사에서는 유로코드
(4)-(6)에 의한 TSC 합성보의 설계방법을 다루었다. 먼  TSC 

합성보의 소개  기존 실험연구에 의한 구조성능과 내화성능 

검증 결과를 제시하 고, TSC 합성보의 KBC 2016
(3)

과 유

로코드(4)-(6)의 주요 규정을 정리하여 제시하 다. 두 기 을 

이용한 TSC 합성보 구조설계의 큰 틀은 유사하 으나 강도감

소계수, 강재단면  합성단면의 분류 체계  폭두께비 계

산식, 합성 단면의 휨강도 산정식 등에서 서로 다른 을 확인

하 다. 

앞으로 싱가포르뿐만 아니라  세계 건설시장에 수많은 국

내 기업이 진출할 것이다. 이에 맞추어 국내 구조기술자들은 

다양한 구조기 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그에 기반한 

이론에 한 이해도를 높여야 할 것이다. 본 기사가 국내 구조

기술자들의 역량 강화에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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