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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인프라의 안전과 복합신소재

주요행사
• 논문발표Ⅰ
• 이사회
• 개회식
• 특별강연Ⅰ
서울시 인프라, 선제적 관리체계 구축 방안

• 특별강연Ⅱ
콘크리트구조물 보수보강 분야에서의 섬유강화패널
소재 응용기술 발전 동향

• 기술발표
연속 필라멘트 와인딩 공법을 사용한 GRP배관

• 포스터 세션
• 논문발표Ⅱ
• 논문발표Ⅲ

2019
한국복합신소재구조학회
학술발표회 및
10주년 기념행사

• 연구단 세션
• 전시부스
• reception

대회사

한국복합신소재구조학회 2019년 정기학술발표대회가

이러한 시설물 안전의 사회적 요청에 부응함으로써 학

이곳 강원도 강릉 스카이베이 경포호텔에서 개최하게

회의 존립가치도 배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학회는 2009년 창립 이래 우리학회는 “산을 만나면 길

이번 학술발표대회는 다양한 회원의 참여를 통한 네트

을 뚫고, 물을 만나면 다리를 만들라”라는 어떠한 난

워크 확대 및 회원 간 정보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초청

관 속에서도 불굴의 투지로 헤쳐 나아간다는 뜻을 지닌

강연과 복합신소재구조 Core 기술 개발 발표가 예정

“逢山開路, 遇水架橋” 의 경구를 학회 정신으로 삼아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일반 논문 세션 외에 특별세션 및

그동안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연구단 세션을 준비하였으며, 복합신소재 적용기술, 복

참여와 활동으로 지금까지 발전을 거듭하고 있으며, 복

합신소재구조의 거동해석 및 실험, 복합구조에 응용을

합신소재구조를 활용한 건설분야에서의 Core 기술 소

위한 계측 및 유지관리 분야 등 4개의 세션과 포스터에

사이어티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금년으로 학회 창립 10

서 총 80여 편 이상의 훌륭한 연구결과도 발표될 예정

주년을 맞이한 우리학회는 건설분야에서의 복합신소재

입니다. 그리고 복합신소재와 관련된 전시장도 마련되

구조 응용기술의 연구관련 전문학회로 자리를 잡게 되

어 있습니다.

었습니다.
본 학술대회가 여러 분야에 종사하는 건설인들이 격의
본 학술대회는 복합신소재를 이용한 건설 분야의 국내

없는 기술 토론과 의견 교환을 통해 각 연구자들은 학

외 최근 기술 동향 파악, 산/학/연/관 기술교류의 증진

문의 깊이를 더하고 실무에 종사하시는 분은 실용적인

및 협동체제 활성화, 신설 및 노후 건설구조물에 소요

지식을 습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건설 분야에서

되는 복합신소재구조 기술의 상호이해 증진을 통한 복

의 복합신소재구조 Core 기술 발전을 위한 산·학·

합신소재구조 연구의 질적 향상 도모를 목적으로 하고

연·관간의 네트워크 강화의 장이 되길 바랍니다.

2019 한국복합신소재구조학회 학술발표회 및 10주년 기념행사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한국복합신소재구조

있습니다. 최근에 들어서 복합신소재는 소재공학의 발
전으로 산업계 전 영역에 응용되고 있습니다. 주지하는

우리학회 회원 여러분들의 이러한 노력이 하나 둘씩 모

바와 같이 4차 산업혁명 기술의 정책적 지원이 크게 늘

여 건설 분야의 복합신소재 구조 응용기술 확산이 가속

어나 복합신소재의 경량화, 기능화, 친환경화, 지능화

화되어 작금의 침체되어 있는 건설산업으로 도약할 기

및 내구성 기술혁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

회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건설분야에서의 복합신소

름에 따라 건설 분야에도 새로운 변화가 예견되고 있으

재 응용기술이 확대될 이 학술발표대회에 회원여러분

며, 우리학회가 복합신소재를 이용한 융합구조기술을

을 모시고자 하오니 적극적인 참여와 활동을 부탁드립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건설 분야의 4차 산업혁명

니다.

기술을 이끄는 선도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감사합니다.
미래 건설시장은 신규 건설보다는 유지관리를 통한 노
후 시설물의 장수명을 위한 성능개선 분야로 패러다임

2019. 4. 25

이 전환되고 있어 복합신소재와 같은 첨단 스마트 건설

한국복합신소재구조학회

재료와 융복합 기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학회는

회장

지효선
03

인사말

새해 시작이 어제 같이 느껴지는데 어느덧 4월이 저물

이제 우리 학회는 본격적인 성장기에 접어들 때입니다.

어 가고 있습니다.

학회의 성장을 위해서는 기존 건설재료의 한계를 넘어
설 수 있는 새로운 소재를 발견하고, 이들 신소재의 설

올해 복합신소재구조학회는 10주년을 맞는 해임과 동

계, 시공 및 유지관리 기술 발전의 중심이 될 수 있는

시에 또다른 10년을 맞을 준비가 필요한 해입니다. 그

학술의 장으로 더욱 발전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될 수 있

동안 복합재료와 신소재의 이용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

도록 더욱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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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고 이만큼 학회가 성장하는데 기여해주신 회장님과
회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학술

금번 학술대회는 큰 산불로 많은 고초를 겪었던 강릉에

대회 준비를 위해 고생해주신 학회사무국과 학술대회

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학회의 발전은 축하하되 주민

준비위원회 위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들의 아픈 마음을 같이 보듬을 수 있는 대회가 되길 바
랍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지나온 10년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10년의 성장을 준비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보다 많

감사합니다.

은 분들을 모시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학회의 발전을
위해서 학술대회는 복합재료 및 신소재 분야에 몸담고

학술대회 준비위원회를 대표하여

있는 분들 뿐 아니라 아직 익숙치 않은 분들도 관심을

최 상 현 올림

가질 수 있도록 많은 유익한 정보 교류의 장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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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개요
• 주

제 : 노후 인프라의 안전과 복합신소재

• 일

자 : 2019년 4월 24일(수) - 26일(금)

• 장

소 : 스카이베이 경포호텔

• 주요행사
4월 24일 (수)

4월 25일 (목)

4월 26일 (금)

논문발표 I

개회식 및 특별강연소개
특별강연 I
현장 사전 등록

특별강연 II

현장견학

학술대회 준비위원회 회의

기술발표

풍력발전단지(대관령)

논문발표 II
논문발표 Ⅲ
포스터세션
rece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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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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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개요
• 준비위원회
위원장

최상현(한국교통대학교)

부위원장

신승호(한화건설), 이상열(안동대학교),
최병호(한밭대학교), 홍기증(국민대학교)
강준석(서울대학교), 김선용(원광대학교), 김재석(후레씨네코리아)
김정중(경남대학교), 김정훈(한국전력연구원), 김진국(서울과학기술대학교)
김진섭(경상대학교), 문지호(강원대학교), 박종섭(상명대학교)

위원

신도형(인하대학교), 신정열(한국철도기술연구원), 신진원(관동대학교),
오정호(한국교통대학교), 이동화(BWG Korea 한국지사),
임석빈(한국시설안전공단), 정우영(강릉원주대학교), 주부석(경희대학교)
허종완(인천대학교)

PROGRAM BOOK

• 현장 등록 안내
구분
현장등록비
(현장견학 미참가)
현장등록비
(현장견학 참가)

회원

학생

비회원

160,000

130,000

220,000

190,000

160,000

250,000

-등록 시 명찰, 학술발표회 초록집, 중식 및 만찬 쿠폰, 기념품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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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일정
• 4월 24일(수)
일시

일정

장소

15:00 – 18:00

현장 사전 등록

세미나실A 등록데스크

18:00 – 19:00

학술대회 준비위원회 회의

세미나실A

• 4월 25일(목)
세미나실A

10:00

13:00 – 13:10

C-03

세미나실D

C-04

C-05
12:40-13:00

중식(1F)

이사회

개회식 및
특별강연 소개

13:10 – 13:40

특별강연Ⅰ

13:50 – 14:20

특별강연Ⅱ

14:30 – 14:50

기술발표

15:00 – 16:30

세미나실C

현장등록, 전시부스

10:30 – 12:00
12:00 – 13:00

세미나실B

S-03,
포스터세션

16:40 – 18:10

S-04

18:10 – 18:30

reception

18:30 – 20:30

만찬

C-01

S-01

S-02

C-02

S-05

S-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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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4월 26일(금)
일시
10:00 –14:00

장소
현장견학
풍력발전단지(대관령)
07

발표장 배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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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실

A

세미나실

A

개회식, 특별강연, 기술발표, 연구단세션S-03, S-04, 포스터세션

세미나실

B

구두발표C-03, C-01, C-02

세미나실

C

구두발표C-04, 연구단세션S-01, S-05

세미나실

D

구두발표C-05, 이사회, 연구단세션S-02, S-06

로비

등록, 전시부스

스카이베이세션장안내

개회식
• 일 시 : 2019. 04. 25.(목) 13:00 – 13:10
• 장 소 : Grand Ballroom 세미나실A
• 일 정
사회 : 최상현(한국교통대학교)
주요내용
개회선언
국민의례
지효선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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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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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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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발표회 및 10주년 기념행사
노후 인프라의 안전과 복합신소재

프로그램 목차
P R O G R A M

B O O K

특별강연Ⅰ
특별강연Ⅱ
기술발표
구두 세션
복합구조 유지관리
복합구조 내진 / 동역학Ⅰ
복합구조 내진 / 동역학 Ⅱ
복합구조해석
신소재 해석 및 실험

연구단 / 사업단세션
연구단/사업단세션1
연구단/사업단세션2
연구단/사업단세션3
연구단/사업단세션4
연구단/사업단세션5
연구단/사업단세션6

포스터 세션
전시부스 / 광고협찬

특별강연Ⅰ
• 일 시 : 2019. 04. 25.(목) 13:10 – 13:40
• 장 소 : Grand Ballroom 세미나실A
• 발표자 :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이택근 시설국장
주요내용
특별강연

서울시 인프라, 선제적 관리체계 구축 방안

• 일 시 : 2019. 04. 25.(목) 13:50 – 14:20
• 장 소 : Grand Ballroom 세미나실A
• 발표자 : 청원화학㈜ 조용상회장
주요내용
특별강연

콘크리트 구조물 보수보강 분야에서의 섬유강화패널소재 응용기술 발전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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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강연Ⅱ

기술발표
• 일 시 : 2019. 04. 25.(목) 14:30 – 14:50
• 장 소 : Grand Ballroom 세미나실A
• 발표자 : ㈜립스 이준호차장
주요내용
기술발표

연속 필라멘트 와인딩 공법을 사용한 GRP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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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 세션
❖ 4월 25일 목요일
복합구조 유지관리
논문

세미나실B [C-03] 10:30~12:00

번호

N06

N15

N16

N20
PROGRAM BOOK

N21

N25

좌장 : 오정호(한국교통대학교)
개량된 지오텍스타일 튜브 구조체의 2차원 압밀 모델링
-김형주, 피터 레이 디노이, 김형수, 고민수
고강도 합금강을 이용한 전단보강 및 볼트풀림방지 교랑받침 앵커시스템
-김학군, 유종호, 이태현, 강경돈, 윤순종
동결융해에 따른 BFRP-콘크리트 계면 인발 부착강도 평가
-조돈우, 김가람, 김기홍, 정우영
도심지용 저소음형 강철도교량 상부구조 개발
-박수빈, 최상현
연속화 기반 도심지 노후 철도교량 급속교체 공법 개발
-윤건우, 최상현
긴급 구호 물자 관리 시스템
-최주연, 주영규

복합구조 내진 / 동역학 Ⅰ
논문

세미나실C [C-04] 10:30~12:00

번호

N03

N05

N13

N14

N19

N18
12

좌장 : 김선용(원광대학교)
수배전반의 지진격리장치 개발
-고동우
Shaking table 시험에 준설 실트질 모래지반에 축조된 구조물의 액상화 거동
-김형주, 피터 레이 디노이, 김형수, 고민수
탄소나노튜브로 보강된 적층 복합재 쉘 구조의 동적 특성
-Ashish Maharjan, 김익민, 황지광, 이상열
교각 내진성능 향상을 위한 FRP 래핑 보강효과
-유종호, 김학군, 김수영, 윤순종
국내 표준 낙석방지울타리의 충격해석 모델 개발
-이주호, 이형덕, 문지호
단문형 전기 캐비넷의 3차원 유한요소모델을 통한 동적해석
-박성관, 손호영, 소우빈, 주부석

복합구조 내진 / 동역학 Ⅱ
논문

세미나실D [C-05] 10:30~12:00

번호

N23

N27

N29

N22

스트럿 강성 및 단부벽체 강성에 따른 완전일체형 교량의 푸쉬오버 변수해석
-안제혁, 곽재영, 최병호
순환골재 콘크리트충전 강관(CFT)기둥의 반복축하중 거동
-최원호, 최성모
연성능력 향상을 위한 FRP 보강 RC기둥의 반복하중가력 실험
-이태훈, 최성모
외부보강용 원형강봉 댐퍼적용 건축구조물의 내진성능 실험
-구자용, 최성모
프리캐스트 바닥판 이음부의 차량 윤하중에 대한 가속도 특성 분석
-이규세

복합구조해석
논문

세미나실B [C-01] 15:00~16:30

번호

N10

N11

N12

N17

N24

N01

좌장 : 강준석(서울대학교)

2019 한국복합신소재구조학회 학술발표회 및 10주년 기념행사

N28

좌장 : 이상열(안동대학교)

재난 위험도 평가 시스템을 통한 국내 고층건물 구조위험도 평가
-김고은, 김태영, 주영규
옹벽에 걸리는 토압저감을 위한 최적의 지오폼 형상
-정연욱, 김재경, 강준석
다중벽 탄소나노튜브 합성 복합재로 보강된 콘크리트 판구조의 고에너지 충격거동
-사봉권, 김규동, 최형배, 이상열
지진 하중을 받는 EPS Geofoam이 적용된 콘크리트 터널에 관한 해석 연구
-Catuira, Mabel, Nguyen, Xuan Tung, Aloload, Shane, 박종섭
온도영향을 받는 강 및 합성 I형보의 휨강도에 대한 고찰
-Nguyen, Xuan Tung, Catuira, Mabel, Aloload, Shane, 박종섭
반복하중에 의한 Double Beam System(DBS) 보-기둥 접합부 성능평가
-류재용, 최성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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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 세션
❖ 4월 25일 목요일
신소재 해석 및 실험
논문

세미나실B [C-02] 16:40~18:10

번호

N02

N04

N07

N09
PROGRAM BOOK

14

N26

N08

좌장 : 최병호(한밭대학교)
배큠 백 몰딩 방식으로 제작한 바잘트 시트의 인장 강도 실험 및 해석
-정윤지, 권순철, 김대진, 김선희, 최기봉
iFLASH System의 비재하 소형 가열 실험
-김별이, Tian Yunqi, 박민재, 주영규
고강도 바잘트 섬유시트의 압축강도에 관한 실험 및 해석적 연구
-김대진, 권순철, 정윤지, 김선희, 최기봉
GFRP Tube 및 강관으로 구속된 FSCC의 하중-변형률 곡선 예측에 관한 실험적 연구
-권순철, 김선희, 최원창
상온 및 고온에 노출된 FRP 보강 부재의 부착강도
-민정기, 노광근, 염경수, 최성모
지중 아치 구조물의 적용되는 ETI와 ITI의 구조적 효과
-이정준, 강준석

연구단 / 사업단세션
❖ 4월 25일 목요일
[ 연구단/사업단세션1 ]
논문

중규모 수력플랜트 건설기술 개발

번호

세미나실C [S-01] 15:00~16:30

S01

S02

S04

S05

S06

-김동익, 김민기, 이상문, 정우영
하중 및 매입깊이 변수에 따른 앵커의 전단-인장하중 상관관계 곡선변화에 대한 실험적 연구
-정영석, 김진섭, 권민호
시나리오 기반 현장설치 앵커의 지진취약도 평가
-손호영, 소우빈, 박성관, 주부석
수력발전소 RTU패널의 내진성능평가를 위한 진동대 시험
-윤다운, 신용재, 전법규, 정우영
수력발전설비의 비정상 수충격 해석모형 개발
-남명준, 이재영
수치 모델을 이용한 전기 캐비닛의 앵커리지 거동 특성 분석
-이상문, 이옥준, 정우영

[ 연구단/사업단세션2 ]
논문

복합소재 분야 KICT 연구성과 소개

번호

세미나실D [S-02] 15:00~16:30

S07

S08

S09

S10

S11

2019 한국복합신소재구조학회 학술발표회 및 10주년 기념행사

S03

수력플랜트 내 설치된 발전설비 고정부 앵커볼트의 구조성능 평가

CFRP 표면매립 긴장보강 공법
-정우태, 박희범, 강재윤, 박종섭, 김상현
탄소섬유시트 보강 슬래브의 부착부 탈락에 따른 보강성능 감소에 대한 수치적 분석
-김병철, 박기태, 정규산, 김유희
콘크리트 포장 TRC 덧씌우기 공법 개발을 위한 예비연구
-남정희, 김형열
복합소재-강재 하이브리드 보강근 개발
-서동우, 김병철, 정규산, 박기태
탄소섬유시트로 보강된 RC 보의 부착파괴
-정규산, 박기태, 김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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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단 / 사업단세션
❖ 4월 25일 목요일
[ 연구단/사업단세션3 ]
논문
세미나실A [S-03] 15:00~16:30

번호
S19

S14

S15

S13
PROGRAM BOOK

S16

S17

궤도틀림에 따른 무도상 판형교의 주행안전성 분석
-채수호, 최상현
표준관입시험과 공압콘관입시험간의 상관관계를 통한 교량하부기초 상태평가 연구
-유현우, 오정호
실내실험을 통한 판형교량 상 무도상 궤도의 종·횡방향 저항 특성
-김학승, 황인영, 전병흔, 김경호
FRP 보강재의 따른 철도 무도상 철도 판형교의 보강효과
-현승혁, 황원섭, 이예슬
장대레일화에 따른 무도상 판형교 교각의 구조안전성 평가
-김준희, 심형보
무도상 판형교의 침목고정장치 물성을 고려한 궤도-교량 종방향 상호작용 해석
-윤재찬, 이창진, 장승엽, 박성현

[ 연구단/사업단세션4 ]
논문
세미나실A [S-04] 16:40~18:10

번호
S20

S18

S12

16

무도상교량의 내진해석을 통한 지진영향 및 장대레일 부가응력검토
-권영웅, 임정현, 한상윤, 강영종
EP Block을 이용한 침목-강거더 체결시스템의 해석적 연구
-이찬영, 한우진, 임상진
국부적 Sliding Track Panel System 적용에 따른 궤도-교량 상호작용 영향 분석
-박종찬, 이영섭, 임남형

[ 연구단/사업단세션5 ]
논문

도시친화형 경전철 고가구조물 설계기술 개발

번호

세미나실C [S-05] 16:40~18:10

S21

S22

S24

S25

-한승석, 서동주, 강덕만
경전철 고가구조물 신형식 상부구조 모듈화 및 가설시공 방안 연구
-안성배, 이현우, 고한승
경전철 고가구조물의 장경간화를 위한 경량 신소재의 교량 구조 적용 사례 연구
-김도학, 신명규
고무차륜형 경전철 고가구조물의 처짐 한계 분석
-이진호, 신정열
장경간 신형식 경전철 고가구조물 구조해석 연구
-박영빈, 김 도, 김승현

[ 연구단/사업단세션6 ]
지진방재 전문인력 양성사업단 세미나
세미나실D [S-06] 16:40~18:10

2019 한국복합신소재구조학회 학술발표회 및 10주년 기념행사

S23

경전철 고가구조물 신형식 하부구조 모듈화 및 가설시공 방안 연구

안동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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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세션
❖ 4월 25일 목요일

게시시간 15:00-16:30

세미나실A [p-01] 15:00~16:30

논문

좌장 : 김진섭(경상대학교), 신진원(관동대학교)

번호
p01

p02

p03

p04

PROGRAM BOOK

p05

p06

p07

p08

p09

p10

p11

p12

p13

18

복합재 복합좌굴 해석
-조희근
하이브리드 댐퍼에 대한 설계 최적화 연구
-김영찬, 허종완
2D 직물섬유를 적용한 TRC 패널의 4점재하 휨실험
-이종억, 양준모
합성 침목 개발을 위한 폴리우레탄 기반 복합 소재 기술 개발
-백인철, 황철현, 한우권, 최해균, 곽인섭
비노출 콘크리트의 동결융해에 따른 강도변화
-정영석, 권민호, 김진섭
복합재료 캔틸레버보의 고유진동수에 대한 영향
-장재창, 최재곤, 이정석, 한봉구
지능형 신소재를 활용한 새로운 감쇠장치의 원천 기술개발과 내진성능 평가를 위한 구조실험
-조한민, 허종완
PFRP 내부의 잔류응력을 발생시키는 변수의 상호작용
-김수영, 유종호, 김학군, 윤순종
연속지진하중을 받는 교량 교각의 FRP 재킷 보수에 따른 확률론적 성능 평가
-전종수, 박태영, 유완상, 이상열
ASCE 설계법과 정밀해법에 의한 펄트루젼 FRP Box형 단면 압축재의 국부좌굴강도
-김선희, 최진우
표면이 거친 나일론 6,6 나노파이버로 보강된 시멘트 페이스트의 기계적 강도 조사
-Nguyen, N.M.Tri, 방준화, 박경환, 김정중
동결융해에 따른 철근콘크리트 보의 휨 강도변화
-권규빈, 김상우, 권민호, 김진섭
케라스를 활용한 균열 인식 딥러닝
-손병직, 이규환

p14

p15

p16

p17

p19

p20

p21

p22

p23

p24

p25

p26

-조희근
하중비와 한계온도법에 의한 잔존내력 분석
-김선희, 박천호, 전민아
고속철도시설물의 자연재해위험도 분석
-박예진, 한승룡, 최상현
신경망 기법을 이용한 강섬유 혼입율, 형상비에 따른 인장강도 추정모형 개발
-정태영, 박주경
DEM 시뮬레이션을 활용한 콘크리트 믹서의 효율 비교 분석 연구
-조도영, 손성래, 김규용
하수관로 맨홀 내부 상태평가를 위한 비집입 3차원 조사 시스템의 개발
-박신전, 지기환, 김재범, 유성원
3D 동적비선형해석을 통한 연돌구조물의 취약도 평가
-권규빈, 권민호, 박관수, 김진섭
복합재료로 보강된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의 노후화에 대한 실험적 연구
-권규빈, 김상우, 권민호, 김진섭
I형 초고성능 콘크리트 거더의 횡-비틀림 좌굴 강도 산정 방안
-이기세, 이정화, 강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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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형 복합재 좌굴 해석

폴리머 분리막을 이용한 무근 콘크리트 덧씌우기 포장 반사균열 저항성 평가
-김서연, 팽재엽, 오정호
외연적 비선형해석을 이용한 FRP합성보의 휨전단파괴 해석
-유승운, 유준상
FRP합성보의 휨전단 균열형태에 대한 외연적 비선형해석
-유승운, 유준상
초고성능 콘크리트로 증타보강한 보-기둥 접합부의 내진성능 평가
-김승기, 이헌석, 이형주, 김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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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소
강원도 강릉시 해안로 476

• KTX 및 강릉고속버스터미널 이용 시
- 시내버스

202번(KTX강릉역 1번출구와 2번출구 중간 건너편에서 탑승 후 경포해변 하차)
202-1번 (KTX강릉역 1번출구와 2번출구 중간 앞에서 탑승 후 경포해변 하차)
소요시간 20~40분

- 택시

소요시간 약 10-20분(예상택시비 편도 1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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