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초대석Ⅰ

기술초대석`Ⅱ
근 배근을 표현하기 위한 자료모델이 정의되어 있다. 이
자료모델에는 부재 단면의 배근에 대한 자료를 나타내기
위한 Ifc Reinforcement Definition Properties, 특정

더블티(Double Tee) 단면을 적용한 트러스구조1)

한 역할을 갖는 철근의 성질을 표현하기 위한 Ifc
Section Reinforcement Properties, 철근의 단면적, 직
경 등을 표현하기 위한 Ifc Reinforcement Bar Properties 등이 있다.
2) 이 IFC 자료모델을 활용할 때에는 부재에서 철근의 배근
을 나타내는 단면은 Ifc Reinforcement Definition
Properties로 표현하고, 각 단면에서 철근 집합체는 Ifc
Section Reinforcement Properties로 표현한다. 그리
고 철근 집합체에 포함되는 철근의 직경, 총 단면적, 수
[그림 18] IFC 파일의 벽체 기본설계 단계 철근 배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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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은 Ifc Reinforcement Bar Properties로 표현한다.
3) Ifc Section Reinforcement Properties에 각 철근 집합
체에 대해서 이름을 표현할 수 있는 속성이 없으므로, Ifc
Reinforcement Definition Properties의 Reinforcement Section Definition에 저장되는 철근 집합체의 순
서에 따라 그 이름을 결정할 수 있게 하면, 보다 명확하게
철근 집합체를 표현할 수 있다.

1. 서

론

이에 더블티 단면을 적용한 새로운 트러스 구조를 제시한다.

평면트러스 구조를 설계할 때 고려할 사항은 트러스의 형태
와 구조계획, 그리고 이에 따른 소요단면과 접합방식이다. 그

2. 본

론

러나 장스팬 트러스나 하중이 커서 소요단면이 큰 경우에는
이상 본 연구에서 제안한 철근 배근의 표현방법은 기본설계
단계에서 적용하는 것으로 부재 단면의 강도 산정 및 개략적
인 물량산출 등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에 실시설계 단계에서
는 정확한 물량산출, 철근의 간섭 검토, 시공상의 철근 배치
확인 등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개별 철근의 구부림, 갈고
[그림 19] IFC 파일의 슬래브 기본설계 단계 철근 배근 확인

리, 이음 및 정착길이 등까지 표현해야 한다. 따라서 후속 연
구로서 실시설계 단계에서 IFC를 기반으로 철근의 형상 및 배

5. 결 론

치를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IFC를 이용한 기본설계 단계 철근 배근
자료의 저장 및 관리이다. 이를 위해서 먼저 기본설계 단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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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부재별로 철근 배근을 표현하는 방법과 범위를 결정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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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다음에는 이에 요구되는 구체적인 자료구조와 그에 해당

에서 위탁 시행한 첨단도시개발사업(과제번호:10-첨단사업-

되는 IFC의 자료모델을 분석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그 활용방

C02)의 지원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본 연구를 가능케 한 국토

안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예제구조물을 대상으로 IFC 자료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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델 사례를 작성한 후 본 연구에서 개발한 소프트웨어를 통하
여 그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다음과 같
은 결론을 얻었다.
1) 현행 IFC의 자료모델에는 기본설계 단계에서 필요한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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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다. H형강이나 강관을 사용하고 현재와
웨브재는 용접하여 트러스를 구성한다.

2.1 트러스의 특성
트러스는, 공간을 구성하는 수평부재의 휨을 축력으로 변환

H형강은 주축의 단면2차반경이 크고 부축의 단면2차반경

하여 가장 효율적으로 하중을 지지할 수 있는 구조형식이다.

이 작으므로 중도리에 의해 부축이 횡지지되는 경우, 2축의

특히 경간이 크면 자중에 의한 휨이 크게 증가하고 일정한 경

세장비가 근사하도록 수직재의 간격을 조정하여 경제적인 트

간을 초과하면 단일부재는 설계가 불가능하므로 트러스가 유

러스를 구성해야 한다. 주축 모멘트가 큰 경우에는 H형강이

일한 구조방식이라 할 수 있다.

효율적이나 부트러스에 의해 횡지지되는 경우라면 비효율적

트러스 부재의 축력은 하중과 트러스 간격과 경간의 제곱에

이다. H형강 트러스의 접합은 현재에 스티프너를 설치하고 웨

비례하며 트러스 높이에 반비례한다. 또한 기둥과 트러스의

브재를 현재의 플랜지에 용접한다.

강성비와 트러스의 경사에 따라 변화한다. 트러스의 단부가

강관은 2축의 단면2차반경이 같으므로 중도리의 간격과 수

단순지지되는 경우에는 상현재에 항상 압축응력이 발생하지

직재의 간격이 근사한 경우 가장 효율적인 단면이다. 그러나

만 대개의 경우 상현재와 하현재는 압축응력과 인장응력으로

평면트러스에서 이와 같은 경우는 거의 없으므로 비경제적이

대응하여 발생한다.

며 접합이 용이하지 않다.

압축응력이 작용하는 상하현재는 웨브 부재의 간격으로 구

일반적으로 H형강트러스나 강관트러스는 현재와 웨브재를

획되는 좌굴길이에 의한 면내좌굴과 휭지지 구간에 의한 면외

용접해야 하므로, 공장에서 용접하는 경우 운송에 어려움이

좌굴에 의해 부재의 압축강도가 결정되며, 가장 경제적인 단

있고 현장에서 용접하면 품질관리에 어려움이 있다. 기존의

면은 주축에 의한 휨좌굴강도와 부축에 의한 비틀림좌굴강도

단면을 사용하여 트러스를 구성하면 피할 수 없는 문제다.

가 근사한 경우가 되고 이는 주축과 부축의 세장비와 비례한

호)”
에 게재된 내용입니다.]

다. 또한 웨브 부재의 간격으로 구획되는 상하현재는 구간을
1) 특허 제 1003000호, PCT 국제출원

따라 축력이 증감하므로 최대응력으로 결정된 단면은 최소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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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 구간에서 효율이 감소한다.

하므로 2차부재의 물량이 증가한다.

중도리에 의해 면외좌굴 길이가 결정되는 상현재는 주축의

볼에 형성하는 나사의 각도는 모든 트러스 부재의 변위가

단면2차반경이 부축보다 커야 효율적이나, 부트러스에 의해

없는 조건으로 제작해야 하는데, 설치 방법에 따라 조립후 양

횡지지되는 경우에는 부축의 단면2차반경이 커야 효율적이

중하거나 조립후 벤트를 제거할 때 절점의 변위과 변각이 발

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트러스의 상현재는 중도리에 의해 횡

생하면 부재의 변형이 발생하거나 부재내력이 감소하는 문제

지지되고 하현재는 부트러스에 의해 횡지지되므로 기존의 단

가 발생한다. 또한 볼의 변위에 의해 나사가 맞지 않아 강관의

면으로 효율적인 트러스를 구성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나사부를 볼에 용접하는 경우가 많고 돔구조는 볼이 모두 다

또한 횡지지 부재를 설치하기 전에는 횡강성이 부족하기 때

르므로 관리가 용이하지 않다.

문에 운반, 적치 및 설치 과정에서 트러스가 휘어지는 등의 문
제가 있으며, 단면의 형태보다 접합 방식이 트러스 구조의 안

스페이스 프레임의 설치는 [그림 3]과 같이 지상에서 조립하
[그림 1] 강관 트러스의 용접부 결함

전성과 경제성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다.
스팬과 하중이 클수록 트러스의 자중이 크고, 자중이 증가

여 양중하는 방법이 비교적 경제적이나 부재가 커서 양중이
어려우면 전면 벤트(가설지지대)를 설치하고 [그림 3]과 같이

3) H형강 트러스

하면 큰 단면이 필요하므로 자중이 더욱 증가한다. 트러스의

상현재가 중도리에 의해 횡지지되고 하현재가 부트러스에

자중이 크면 양중에 문제가 있고 별도의 벤트(가설지지대)를

의해 횡지지되는 H형강 트러스는 [그림 2]와 같이 하현재의

설치해야 하므로 비용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공사기간이 늘어

주축을 횡방향으로 돌리는 것이 효율적이나 미관상의 문제가

난다.

있고 하현재와 사재의 폭이 다른 경우 접합이 용이하지 않다.

조립해야 하므로 가설 비용이 상당히 증가하고 공사기간이 길
어진다.
스페이스 프레임은 미관이 좋다는 장점이 있으나 가장 고가
의 구조형식이다.

[그림 4] 더블티 트러스

U자형 내부에 웨브재와 접합을 하기 위한 이음판을 용접하여
용이하게 제작할 수 있다. [그림 4]와 같이 CT형강의 스템에
플레이트를 용접하면 휨강도와 비틀림좌굴강도가 증가한다.
2개의 CT형강 중간에 접합재(connector)를 설치하면 조립
압축재가 되어 비틀림좌굴강도가 증가하고, 각각의 플레이트
를 연속 용접하면 2개의 CT형강은 하나의 단면이 되어 비틀

2.2 트러스 단면에 대한 고찰

림 성능이 증대된다.
더불티 단면은 주축과 부축의 단면2차반경과 단면계수를

1) 2Ls 트러스

임의로 구성할 수 있고, CT형강을 3개 또는 4개를 병렬하면

주축에 대한 지지길이보다 부축에 대한 횡지지길이가 큰 경

필요한 단면의 크기를 제한없이 구성할 수 있다.

우, 부축의 단면2차반경이 주축보다 큰 2개의 부등변앵글 트

3) 더블티 트러스의 접합

러스가 가장 효율적이며 접합부도 비교적 용이하다. 그러나
각장 일부가 압축에 유효하지 않고 중도리의 횡지지 효과를

더블티 트러스의 접합은 [그림 5]와 같이, 2개의 CT형강이

고려하면 부재의 효율이 낮으며 휨응력에 취약하고 대경간이

이격하여 형성된 U자 홈에 이음판을 용접하고 웨브 부재와 이

나 하중이 큰 경우 단면의 크기가 작아 한계가 있고, 경제성,
[그림 3] 스페이스 프레임 지상조립

접합부 구성 및 유지관리등의 문제가 있다.
[그림 2] 하현재의 주축을 회전한 H형강 트러스

리를 설치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고 강관 중심으로부터 편심이
커서 횡지지 효과가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
일반적으로 강관 트러스의 접합은 웨브재의 단부를 현재의
곡면에 맞추어 절개한 후 현재에 용접하고 있으나 가공비가

4) 스페이스 프레임

강관 입체트러스의 절점에 볼을 사용하는 스페이스 프레임

1) 새로운 단면의 제안

상기한 바와 같이, 트러스는 압축응력이 발생하는 위치가

가 같다는 점에서 이상적이나 트러스가 2방향이므로 평면트

변하고 웨브 부재의 구간에 따라 상하현재의 응력이 변하므로

러스에 적합하지 않다.

기존의 단면으로는 경제적인 설계를 하기에 용이하지 않다.

볼에 나사를 형성하여 부재를 끼워 체결하는 방식은 절점을

실하여 결함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며, 웨브재의 축력이 큰

힌지로 가정하기 어렵고, 절점에 모멘트가 발생하면 강관의

경우 현재에 국부좌굴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대경간, 고하중

축내력이 감소한다. 또한 접합부(볼)의 중량이 강관부재의

을 지지하는 강관 트러스는 신중한 설계와 제작이 필요하다.

30~40%이므로 물량이 감소하는 효과는 없다. 또한 중도리는
강관에 직접 설치하기 어려워 볼 상부에 프레임을 형성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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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더블티 트러스

은, 모든 부재가 축력을 받고 특히 압축부재는 2축의 세장비

상승하고 [그림 1]과 같이 임의로 이어 붙이거나 용접부가 부

이러한 접합방식은 이음판을 CT형강의 플랜지와 스템에 용
접하므로 접합부의 안정성이 가장 뛰어나고 응력의 전달경로

2) 강관 트러스

강관의 특성은 서론에서 서술한 바 외에 강관 상부에 중도

음판은 볼트접합과 용접접합이 모두 가능하다.

따라서 가변성이 있고 접합이 용이한 더블티 단면 [그림 4]을
적용한 트러스와 이에 따른 접합방식을 제시한다.
2) 더불티 단면의 제작

더불티 단면은 H형강을 절단한 2개의 CT형강을 병렬하고

가 확실할 뿐만 아니라, 웨브 부재가 상.하현재와 핀으로 연결
되므로 트러스에 있어서는 가장 이상적인 접합방식으로 사료
된다.
이음판을 트러스와 같은 방향으로 설치하는 접합방식에 비
해 트러스의 횡강성이 증대되는 효과가 있고 특히 이음판이 2
개의 CT형강을 하나의 단면으로 조합하는 역할을 하므로 접
합물량이 감소하여 경제적이다.
상.하현재의 이음은 Extended Stiffened End Plate 방식
으로 하고 인장력이 작은 부재는 end plate가 flange 위로 돌
출하지 않는 Flush End Plate 방식으로 접합한다.

2012년 7·8월 제19권 4호 63

기술초대석Ⅱ

더블티(Double Tee) 단면을 적용한 트러스구조

력 구간에서 효율이 감소한다.

하므로 2차부재의 물량이 증가한다.

중도리에 의해 면외좌굴 길이가 결정되는 상현재는 주축의

볼에 형성하는 나사의 각도는 모든 트러스 부재의 변위가

단면2차반경이 부축보다 커야 효율적이나, 부트러스에 의해

없는 조건으로 제작해야 하는데, 설치 방법에 따라 조립후 양

횡지지되는 경우에는 부축의 단면2차반경이 커야 효율적이

중하거나 조립후 벤트를 제거할 때 절점의 변위과 변각이 발

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트러스의 상현재는 중도리에 의해 횡

생하면 부재의 변형이 발생하거나 부재내력이 감소하는 문제

지지되고 하현재는 부트러스에 의해 횡지지되므로 기존의 단

가 발생한다. 또한 볼의 변위에 의해 나사가 맞지 않아 강관의

면으로 효율적인 트러스를 구성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나사부를 볼에 용접하는 경우가 많고 돔구조는 볼이 모두 다

또한 횡지지 부재를 설치하기 전에는 횡강성이 부족하기 때

르므로 관리가 용이하지 않다.

문에 운반, 적치 및 설치 과정에서 트러스가 휘어지는 등의 문
제가 있으며, 단면의 형태보다 접합 방식이 트러스 구조의 안

스페이스 프레임의 설치는 [그림 3]과 같이 지상에서 조립하
[그림 1] 강관 트러스의 용접부 결함

전성과 경제성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다.
스팬과 하중이 클수록 트러스의 자중이 크고, 자중이 증가

여 양중하는 방법이 비교적 경제적이나 부재가 커서 양중이
어려우면 전면 벤트(가설지지대)를 설치하고 [그림 3]과 같이

3) H형강 트러스

하면 큰 단면이 필요하므로 자중이 더욱 증가한다. 트러스의

상현재가 중도리에 의해 횡지지되고 하현재가 부트러스에

자중이 크면 양중에 문제가 있고 별도의 벤트(가설지지대)를

의해 횡지지되는 H형강 트러스는 [그림 2]와 같이 하현재의

설치해야 하므로 비용이 증가할 뿐만 아니라 공사기간이 늘어

주축을 횡방향으로 돌리는 것이 효율적이나 미관상의 문제가

난다.

있고 하현재와 사재의 폭이 다른 경우 접합이 용이하지 않다.

조립해야 하므로 가설 비용이 상당히 증가하고 공사기간이 길
어진다.
스페이스 프레임은 미관이 좋다는 장점이 있으나 가장 고가
의 구조형식이다.

[그림 4] 더블티 트러스

U자형 내부에 웨브재와 접합을 하기 위한 이음판을 용접하여
용이하게 제작할 수 있다. [그림 4]와 같이 CT형강의 스템에
플레이트를 용접하면 휨강도와 비틀림좌굴강도가 증가한다.
2개의 CT형강 중간에 접합재(connector)를 설치하면 조립
압축재가 되어 비틀림좌굴강도가 증가하고, 각각의 플레이트
를 연속 용접하면 2개의 CT형강은 하나의 단면이 되어 비틀

2.2 트러스 단면에 대한 고찰

림 성능이 증대된다.
더불티 단면은 주축과 부축의 단면2차반경과 단면계수를

1) 2Ls 트러스

임의로 구성할 수 있고, CT형강을 3개 또는 4개를 병렬하면

주축에 대한 지지길이보다 부축에 대한 횡지지길이가 큰 경

필요한 단면의 크기를 제한없이 구성할 수 있다.

우, 부축의 단면2차반경이 주축보다 큰 2개의 부등변앵글 트

3) 더블티 트러스의 접합

러스가 가장 효율적이며 접합부도 비교적 용이하다. 그러나
각장 일부가 압축에 유효하지 않고 중도리의 횡지지 효과를

더블티 트러스의 접합은 [그림 5]와 같이, 2개의 CT형강이

고려하면 부재의 효율이 낮으며 휨응력에 취약하고 대경간이

이격하여 형성된 U자 홈에 이음판을 용접하고 웨브 부재와 이

나 하중이 큰 경우 단면의 크기가 작아 한계가 있고, 경제성,
[그림 3] 스페이스 프레임 지상조립

접합부 구성 및 유지관리등의 문제가 있다.
[그림 2] 하현재의 주축을 회전한 H형강 트러스

리를 설치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고 강관 중심으로부터 편심이
커서 횡지지 효과가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
일반적으로 강관 트러스의 접합은 웨브재의 단부를 현재의
곡면에 맞추어 절개한 후 현재에 용접하고 있으나 가공비가

4) 스페이스 프레임

강관 입체트러스의 절점에 볼을 사용하는 스페이스 프레임

1) 새로운 단면의 제안

상기한 바와 같이, 트러스는 압축응력이 발생하는 위치가

가 같다는 점에서 이상적이나 트러스가 2방향이므로 평면트

변하고 웨브 부재의 구간에 따라 상하현재의 응력이 변하므로

러스에 적합하지 않다.

기존의 단면으로는 경제적인 설계를 하기에 용이하지 않다.

볼에 나사를 형성하여 부재를 끼워 체결하는 방식은 절점을

실하여 결함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며, 웨브재의 축력이 큰

힌지로 가정하기 어렵고, 절점에 모멘트가 발생하면 강관의

경우 현재에 국부좌굴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대경간, 고하중

축내력이 감소한다. 또한 접합부(볼)의 중량이 강관부재의

을 지지하는 강관 트러스는 신중한 설계와 제작이 필요하다.

30~40%이므로 물량이 감소하는 효과는 없다. 또한 중도리는
강관에 직접 설치하기 어려워 볼 상부에 프레임을 형성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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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더블티 트러스

은, 모든 부재가 축력을 받고 특히 압축부재는 2축의 세장비

상승하고 [그림 1]과 같이 임의로 이어 붙이거나 용접부가 부

이러한 접합방식은 이음판을 CT형강의 플랜지와 스템에 용
접하므로 접합부의 안정성이 가장 뛰어나고 응력의 전달경로

2) 강관 트러스

강관의 특성은 서론에서 서술한 바 외에 강관 상부에 중도

음판은 볼트접합과 용접접합이 모두 가능하다.

따라서 가변성이 있고 접합이 용이한 더블티 단면 [그림 4]을
적용한 트러스와 이에 따른 접합방식을 제시한다.
2) 더불티 단면의 제작

더불티 단면은 H형강을 절단한 2개의 CT형강을 병렬하고

가 확실할 뿐만 아니라, 웨브 부재가 상.하현재와 핀으로 연결
되므로 트러스에 있어서는 가장 이상적인 접합방식으로 사료
된다.
이음판을 트러스와 같은 방향으로 설치하는 접합방식에 비
해 트러스의 횡강성이 증대되는 효과가 있고 특히 이음판이 2
개의 CT형강을 하나의 단면으로 조합하는 역할을 하므로 접
합물량이 감소하여 경제적이다.
상.하현재의 이음은 Extended Stiffened End Plate 방식
으로 하고 인장력이 작은 부재는 end plate가 flange 위로 돌
출하지 않는 Flush End Plate 방식으로 접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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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joist truss 중앙에 67kN 추가 적재하중
- 철골물량 : 84kg/m2 (2차부재 및 접합 포함)

[그림 5] 더블티 트러스의 접합상세
[그림 9] 원료저장시설 트러스구조 model

4) 더블티 트러스의 효과

더블티 단면은 단면의 중심이 플랜지에 가까우므로 트러스

3) 원료야적장 shelter구조(국내)

의 유효춤이 높아져 부재응력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다. 또한

[그림 10]은 원료야적장 상부에 우천시 원료의 유실 및 강풍

단면의 효율이 높고 접합부 물량이 감소하여 트러스의 자중이

시 비산을 방지하며 야적장의 전천후 운용이 가능하도록 하기

더욱 경감되므로 경우에 따라 다르나 강관 트러스나 H형강 트
러스와 비교하면 대체적으로 30% 이상 경제적인 것으로 판단

[그림 11] 실내수영장 조감도

위한 shelter 구조다.
[그림 7] 바쿠공연장 shop drawing web view

된다.
더블티 트러스는 자재의 구매와 제작이 매우 용이하고 웨브
부재로 강관을 사용하므로 경제적이며 미관이 좋다. 또한 운
송과 현장에서의 조립이 용이하고 2차부재의 설치가 용이한

2) 원료저장시설 1(국내)

[그림 12] 실내수영장 model

[그림 8]은 원료저장시설의 단면으로, 중앙부가 격벽에 의

5) 돔 공연장(해외)

해 지지되고 중앙 상부에 원료이송설비가 설치되며 중앙에서

장점이 있다.

- 단축 179m, 장축 227m(수평투영면적 35,000m2)

외측까지의 경간은 50m, 전체 폭은 100m`~`110m다. PEB(변

- 2개의 170m span mega truss(truss H=20m)

단면구조)로 설계되어 있으나 풍하중 35C의 조건만 되도 설계

2.4 적용 및 검토사례

[그림 10] 원료야적장 shelter구조 model

가 어렵다.

1) 바쿠공연장(아제르바이잔)

60m 간격으로 레일을 설치하고 레일위로 운행하는

- 2011. 12. 01. 계약(수평투영면적 10,100m2)

stacker가 야적하며 reclaimer가 이송한다.
120m span muliti bay로 지붕경사 1/6, 기둥간격 6.7m,

- 2012. 01. 26. 설계, 제작 및 선적 완료(FOB)

- 2열 6개의 60m span main truss(truss H=7m)
- 60m span joist truss @7.5m(truss H=7m)
- 외부 belt truss
- 철골물량 : 150kg/m2 (2차부재 및 접합 포함)

트러스의 높이 3.0m로 계획했으며 풍하중 조건에 따라 물량

- 계약후 설치까지 해상운송 포함 100일 공정

은 50∼70kg/m2로 예상된다. 더블티 단면으로 설계하면 가
장 경제적으로, 가장 빠른 시간내에 공사를 할 수 있다.
이러한 구조방식은, 대공간을 필요로 하는 전천후 농수산물
유통센터 또는 격납고등에 적용할 수 있다.
[그림 8] 원료저장시설 단면

4) 실내수영장(해외)

[그림 11]은 실내수영장 조감도이며, [그림 12]는 이를 2개
[그림 6] 바쿠공연장 model

[그림 9]는 원료저장시설을 트러스로 계획한 것이다. 지붕
경사 35도, 기둥간격 7.5m, 변위를 고려하여 트러스의 높이

- 70m span joist truss @10m(truss H=6m)

를 3.0m로 계획하면 상현재의 최대축력은 풍하중 35D의 조

- 60m span main spandrel truss(truss H=6m)

건에서 2,000kN, 45D의 조건에서는 5,000kN으로 더블티

- 기둥높이 전면 33.5m 후면 26.5m

단면외에 설계와 설치가 용이한 단면이 있을지 의문이다.

- 100mph(45m/s) non-hurrica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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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150m span, Double arch 주트러스와 윙트러스로 계획한
것이다. 주트러스의 최대 축력은 5,500kN이며 더블티 단면
으로 설계하면 물량은 80kg/m2으로 예상된다.(2차부재 및
접합 포함)

[그림 13] 실내공연장 model

6) 컨벤션 센타(해외)

[그림 14]는 컨벤션센타 지붕트러스 단면으로 15m 간격으
로 12개가 설치되고 중앙부는 60m span이며 기존설계는 트
러스당 92.4t이다. [그림 15]는 제시된 하중을 반영하여 검토
한 모델(H=2.0m)이며 더블티 트러스의 물량은 트러스당
32.4t이다.(65%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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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joist truss 중앙에 67kN 추가 적재하중
- 철골물량 : 84kg/m2 (2차부재 및 접합 포함)

[그림 5] 더블티 트러스의 접합상세
[그림 9] 원료저장시설 트러스구조 model

4) 더블티 트러스의 효과

더블티 단면은 단면의 중심이 플랜지에 가까우므로 트러스

3) 원료야적장 shelter구조(국내)

의 유효춤이 높아져 부재응력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다. 또한

[그림 10]은 원료야적장 상부에 우천시 원료의 유실 및 강풍

단면의 효율이 높고 접합부 물량이 감소하여 트러스의 자중이

시 비산을 방지하며 야적장의 전천후 운용이 가능하도록 하기

더욱 경감되므로 경우에 따라 다르나 강관 트러스나 H형강 트
러스와 비교하면 대체적으로 30% 이상 경제적인 것으로 판단

[그림 11] 실내수영장 조감도

위한 shelter 구조다.
[그림 7] 바쿠공연장 shop drawing web view

된다.
더블티 트러스는 자재의 구매와 제작이 매우 용이하고 웨브
부재로 강관을 사용하므로 경제적이며 미관이 좋다. 또한 운
송과 현장에서의 조립이 용이하고 2차부재의 설치가 용이한

2) 원료저장시설 1(국내)

[그림 12] 실내수영장 model

[그림 8]은 원료저장시설의 단면으로, 중앙부가 격벽에 의

5) 돔 공연장(해외)

해 지지되고 중앙 상부에 원료이송설비가 설치되며 중앙에서

장점이 있다.

- 단축 179m, 장축 227m(수평투영면적 35,000m2)

외측까지의 경간은 50m, 전체 폭은 100m`~`110m다. PEB(변

- 2개의 170m span mega truss(truss H=20m)

단면구조)로 설계되어 있으나 풍하중 35C의 조건만 되도 설계

2.4 적용 및 검토사례

[그림 10] 원료야적장 shelter구조 model

가 어렵다.

1) 바쿠공연장(아제르바이잔)

60m 간격으로 레일을 설치하고 레일위로 운행하는

- 2011. 12. 01. 계약(수평투영면적 10,100m2)

stacker가 야적하며 reclaimer가 이송한다.
120m span muliti bay로 지붕경사 1/6, 기둥간격 6.7m,

- 2012. 01. 26. 설계, 제작 및 선적 완료(FOB)

- 2열 6개의 60m span main truss(truss H=7m)
- 60m span joist truss @7.5m(truss H=7m)
- 외부 belt truss
- 철골물량 : 150kg/m2 (2차부재 및 접합 포함)

트러스의 높이 3.0m로 계획했으며 풍하중 조건에 따라 물량

- 계약후 설치까지 해상운송 포함 100일 공정

은 50∼70kg/m2로 예상된다. 더블티 단면으로 설계하면 가
장 경제적으로, 가장 빠른 시간내에 공사를 할 수 있다.
이러한 구조방식은, 대공간을 필요로 하는 전천후 농수산물
유통센터 또는 격납고등에 적용할 수 있다.
[그림 8] 원료저장시설 단면

4) 실내수영장(해외)

[그림 11]은 실내수영장 조감도이며, [그림 12]는 이를 2개
[그림 6] 바쿠공연장 model

[그림 9]는 원료저장시설을 트러스로 계획한 것이다. 지붕
경사 35도, 기둥간격 7.5m, 변위를 고려하여 트러스의 높이

- 70m span joist truss @10m(truss H=6m)

를 3.0m로 계획하면 상현재의 최대축력은 풍하중 35D의 조

- 60m span main spandrel truss(truss H=6m)

건에서 2,000kN, 45D의 조건에서는 5,000kN으로 더블티

- 기둥높이 전면 33.5m 후면 26.5m

단면외에 설계와 설치가 용이한 단면이 있을지 의문이다.

- 100mph(45m/s) non-hurrica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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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150m span, Double arch 주트러스와 윙트러스로 계획한
것이다. 주트러스의 최대 축력은 5,500kN이며 더블티 단면
으로 설계하면 물량은 80kg/m2으로 예상된다.(2차부재 및
접합 포함)

[그림 13] 실내공연장 model

6) 컨벤션 센타(해외)

[그림 14]는 컨벤션센타 지붕트러스 단면으로 15m 간격으
로 12개가 설치되고 중앙부는 60m span이며 기존설계는 트
러스당 92.4t이다. [그림 15]는 제시된 하중을 반영하여 검토
한 모델(H=2.0m)이며 더블티 트러스의 물량은 트러스당
32.4t이다.(65%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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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초대석Ⅲ
4) 2개의 CT형강을 용접한 단면

1축 대칭 단면의 설계식에 따른다.

부산국제금융센터 Main Building의 구조계획
3. 결 론
트러스 구조는 가장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구조방식이지만,
[그림 14] 컨벤션센타 지붕트러스 단면

장스팬이나 하중이 큰 경우에는 한계가 있다. 구조기술자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랫동안 구조시스템에 대한 연구와
새로운 소재를 접목하여 많은 성과가 있었으나 새로운 단면에
대한 시도는 없었다.
단면의 효율이 증가하면 단면을 줄일 수 있으므로 트러스의

[그림 15] 컨벤션센타 지붕트러스 model

중량이 감소하고, 장스팬 트러스의 중량이 감소하면 부재력이

송 동 범 부회장
(주)일구조 대표이사

감소하여 단면을 더욱 줄일 수 있게 된다. 단면이 작아지면 물
기준층은 30m span @9.0m의 PS보(2.8×2.5m)로 설계되
어 있고 철근 18.4t, strand 2.1t이 배근되어 있으며 보 자중에
의한 모멘트가 설계모멘트의 46%에 이른다. 이를 더블티 트러
스(H=2.0m)로 검토하면 트러스 물량은 트러스당 14.6t이다.

량 감소에 따른 경제성뿐만 아니라 제작, 운송 및 설치에 따른
경제성이 증가하고 시공성이 좋아진다.
이에, 제작이 용이하고 경제적인 새로운 단면과 접합방식을
제시한다.

배근된 철근의 중량보다 적은 물량으로 트러스 설계가 가능하
다. 검토하중은 SDL=3.66kN/m2, LL= 10kN/m2이다.

1) 더블티 트러스는 단면의 제작이 용이하고 단면을 임의로 구
성할 수 있으므로 장스팬 구조와 큰 하중에 대해 가장 경제

2.5 더블티 트러스의 해석 및 설계
마이다스젠에 의한 구조물의 해석과 설계에 익숙한 구조기
술자는 더블티 트러스의 해석 및 설계가 난감할 수 있다. 마이
다스젠의 단면 데이터에는 설계까지 실행되는 더블티 단면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해석과 부재 설계를 별도로 수행하면 용이하게 설계
할 수 있다. 더블티 단면의 입력은 캐드로 단면을 작성하여 불

적인 트러스의 설계가 가능하다.
2) 더블티 트러스는 볼트접합을 할 수 있으므로 제작, 운반 및
설치가 용이하다.

당 프로젝트는 2010년 12월에 착공하여 2014년 6월에 준공

1. 건물 개요
부산국제금융센터 복합개발사업은 부산 남구 문현동

을 목표로 현재 지상층 골조공사가 진행중에 있다. 건축설계

1229-2번지 일원에 건립되는 프로젝트로서 본 원고에서 기술

는 하우드 외5개사, 구조설계는 일구조(Peer Review는

한 주 빌딩은 지하 3층 지상 63층, 높이 289m, 연면적

Thornton & Tomasetti)가 SD단계부터 CD단계까지 일괄 수

198,308.83m2(지상층 140,871.31m2, 지하층 57,437.52m2),

행하였으며 현대건설에서 시공중에 있다.

건축면적 8,790.60m2의 철근콘크리트구조로서 업무시설 및

2. 구조계획 및 설계

3) 더블티 트러스는 2개의 상현재와 1개의 하현재로 구성하는
삼각형 트러스뿐만 아니라 종래의 어떤 트러스 형태에도 접

2.1 구조시스템

목이 가능하며 설계조건에 따라 200m 이상의 극대경간에

바닥시스템은 기본적으로 내외부에 Wide Beam(두께

도 적용할 수 있다.

350~400mm)을 배치한 Flat Plate 구조(슬래브 두께 240~
270mm)를 적용하여 층고의 최소화를 확보하면서 바닥 처짐

4) 더블티 트러스는 원료저장시설, 경기시설, 물류시설, 격납

음과 같이 산정한다.

건물 전경은 [그림 1]과 같다.

판매시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러들이는 방법과 마이다스젠의 spc 기능을 이용한다.
더블티 단면의 압축강도는 단면을 구성하는 방법에 따라 다

이 성 원 재정위원장
(주)일구조 부사장

과 진동의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계획되었다. [그림 2] 참조

고등의 지붕구조와 장스팬 바닥구조, 가설구조, 파이프랙,
해상플랫폼, 트러스합성보, 교량등에 광범위하게 적용할
수 있다.

1) 2개의 CT형강으로 구성한 단면

각각의 T형강 설계식에 따른다.

※ 상기의 기술 및 특허는 본 회(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와는 무관함.

2) 접합재(connector)가 있는 단면

조립압축재 설계식에 따른다.
3) 상기 1, 2의 스템을 플레이트로 보강한 단면

2축 비대칭 단면의 설계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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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부산국제금융센터 전경

[그림 2] 기준층 구조평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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