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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용 유리섬유복합관의 시공 실태 조사
A Case Study of Sewerage Glass Fiber Reinforced Plastic Pipes
김 영 진* · 강 영 종**
Kim, Young-Jin · Kang, Young-Jong
ABSTRACT
In order to evaluate the fundamental properties of sewerage pipes for ductile properties and allowable deflection ratios, A field
tests were conducted on the glass fiber reinforced plastic pipe. Also, Allowable deformation test was carried out to determine the
soil-pipe relationship and earth pressure due to the loading of dump truck.

1. 서 론

명할 수 있는 실험적 데이터가 체계적이며 시공 중심의
사례가 축적되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국내
에서 연성관에 대한 규정은 PE관과 PVC관만 명시가 되어
있고, 파형강관이나 유리섬유복합관 등과 같은 경우에는
규정이 정확하게 명시되지 않아, 변형을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다. 하지만 일본의 사례에서는 Table
1. 에서와 같이 기초별로 허용변형률 기준을 제시하고 있
다. 국내에서도 2005년 이전 하수도 시설기준에서는 일본
의 규정을 따라서 허용변형률을 관내경의 5%라고 명시하
였으나 2005년도 하수도시설기준 개정당시에도 이런문제
가 대두되어서“장기설계허용변형률은 관내경의 5% 이내
로 한다.” 라고 언어적인 표현에서 다소 차이를 두도록
규정하였으나 여전히 유리섬유복합관에 대한 구체적인 언
급이 없어서 변형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표현
하고 있으므로 허용변형률에 대한 규정을 서둘러서 제정
해야 한다고 판단된다.

2002년부터 한강수계, BTL 사업 등을 통하여 하수관거 정
비사업을 국가차원에서 대대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물론
핵심사항은 현재 정립되어 있지 않는 연성관의 변형특성
및 이를 객관적이고도 정량적 판단으로 분석할 수 있는
국내외 장비의 개발 필요성 등 국내 유리섬유복합관의 거
동을 통하여 안정적인 시공방안 및 변형방지를 위한 지반
오염을 최소화 하고자 하는데 있다. 새롭게 선보이는 변
형측정 장비는 관거의 진단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으
며, 변형측정 장비를 이용하여 연성관이 매설된 지역에
대하여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과다변형이 발생한다면
상태진단을 통하여 원인규명을 실시하고, 지역에 따라서
는 연성관의 품질 향상 및 정확한 시공을 유도하여 내구
수명을 확보하고자 한다.
국내에서 생산되고 있는 유리섬유복합관의 관 내경 허
용치에 대한 기준은 KS M 3333“배수 및 하수용 플라스틱
배관계 - 불포화 폴리에스테르 수지 유리섬유 강화 플라
스틱관(GRP) - 압력 및 비압력 배관(2005)”에 명시하고
있다. 이 허용치는 국제규격인 ISO 10467 규격의 허용치
와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 다만, KS M 3333 “부속서
D(규정) 강화 플라스틱 복합관”에서 명시한 허용치와는
상이하나, 이 부속서는 2009년 12월 31일 이후 삭제되어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KS M 3370“수도용 플라스틱 배
관계 - 불포화 폴리에스테르 수지 유리섬유강화 플라스틱
(GRP) - 압력 및 비압력 배관(2005)”에서도 동일한 허용
치가 적용되고 있다.

Table 1. 유리섬유복합관의 허용변형률 사례(일본)
기초 종류
설계시 사용하는
허용변형률

쇄석기초(%)
5.0

모래기초(%)
4.0

Table 1. 에서와 같이 일본의 사례를 참조하되 국내의
실험치를 바탕으로 기준으로 정하고, 국내의 연성관의 기
준을 일괄적으로 5%로 정하는 것 보다는 충분한 실험을
통한 시공조건별 기준을 정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본다.
이러한 사유로 인하여 [오수관거 자재적정성 검토 연구
_2004]에서는 모래기초시 허용변형률을 4%로 제시하고 있
다. 물론 일본의 제품과 국내의 제품은 생산방식에 따른
차이가 있으나, 변형률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강성
등급(Nominal Stiffness ; SN)에 대한 실험을 통해 그 차
이점을 파악할 수 있고, 또한 KS 규격에서 규정한 강성
등급(SN)에 따른 파괴하중 시 변형률 기준과 실험을 통하
여 국내 유리섬유복합관의 파괴하중 시 변형률에 대한 차

2. 유리섬유복합관의 거동
유리섬유복합관의 거동 및 변형으로 인한 허용변형률
기준 제시는 관의 생존문제와 직결되며, 수리학적계산을
통하여 관내 통수단면적 확보문제 및 관의 변형파손으로
인한 누수 문제 등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시급히 허용변
형률에 대한 국가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규

* 정회원․ LH공사 토지주택연구원 수석연구원, E-mail: yjkim016@dreamwiz.com - 발표자
** 정회원․ 고려대학교 건축사회환경공학과 교수, E-mail: yjkang@korea.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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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점을 파악할 수 있어 시공조건별 기준의 설립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국내에서의 제조방식은 크게 세 가지로 대별할 수 있
다. 필라멘트 와인딩(Filament winding) 방식은 유리섬유
를 액상 수지에 함침시켜서 mandrel(멘드렐) 외부에 실을
감아서 만드는 공법으로, 충분한 경화시간을 주고 양생해
야 하나 바로 뽑아냄으로 인한 경화수축현상이 발생하게
되며, 이러한 경화수축현상으로 인하여 내경이 감소될 수
있다. 연속식 필라멘트 와인딩(Continuous Filament
Winding) 방식은 유리섬유를 액상수지에 함침시키는 공정
과 실을 감는 공정, 규사 몰탈 층을 형성하거나 규사를
뿌려서 넣는 공정, 관을 뽑아내는 공정을 연속적으로 자
동화한 공정이며, 대량생산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최근 많
이 채택되고 있는 방식이다. 이 방식 또한 경화수축현상
이 발생될 여지가 있으며, 초창기에 현장에 반입된 관들
을 측정한 결과에 의하면 내경이 400mm인 관의 경우
0.5%(내경 398mm)에서 0.75%(내경 397mm) 까지 단면이 축
소하는 현상을 보이기도 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제조업체
의 경화공정의 개선(간접 열방식→원적외선 가열방식)을
통해 충분한 경화로 인하여 최근 반입된 관에서는 발견되
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원심력 주조방법(Centrifugal
Casting)은 위의 두가지 방식과는 달리 절단된 유리섬유
와 수지를 고속으로 회전하는 Mandrel 내부에 투입하여
원심력으로 관 형상을 제조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외
경은 몰드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정확하나, 내경은 투
입된 재료의 양에 따라 바뀌기 때문에 각각의 관 내경이
서로 다른 경우가 발생될 수 있다.
유리섬유복합관의 제조방식과 제조사에 따라 관의 강
성 및 파괴 하중에 따른 변형률이 서로 다를 수 있다. 이
러한 차이를 모두 반영하기에는 관계자들의 혼란과 혼선
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유리섬유복합관을 국내실정에
적합한 강성 등급과 파괴하중시 변형률의 기준값을 확립
하는 것도 필요하다.

변형률로 환산하면 1.25%로 증가하였다. 이를 통하여
유리섬유복합관에서의 변형은 필수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
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또한 국가적으로 허용변형률에
대한 기준제시가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Fig. 2는 유리섬유복합관에 대한 이동식 변형측정장비
를 통하여 조사를 수행하였으며, 직경300mm관에 대하여
3%정도의 변형상태를 그래프로 나타내주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Fig. 2 현장 변형 측정 사례
Fig. 3은 국내에서 개발된 변형측정장비를 소개하고
있으며, 본 장비를 통하여 OO아파트 단지내 관경 450mm
하수도관에 대하여 매설 후 변형률을 측정하였는데 최대
변형률은 3.55%로 나타났다.

Fig. 3 변형측정장비 소개

4. 결

론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유리섬유복합관의 허용변형률
에 대한 기준정립은 시급하다. 관 변형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에서 국가의 기준인 [하수도 시설기준]상에 언급이
없다는 것은 변형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유권 해석할 수
밖에 없고, 또한 논문에 따라서는 유리섬유복합관을 강성
관으로 설명하고 있기도 하고, 일부에서는 강·연성관이
라고 말하는 이도 있다.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시공
조건 및 지반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외국의 기준을 참
조하되 국가의 기준을 먼저 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
한 제조회사는 각 제품에 대한 허용변형률에 대한 기준치
를 만들어서 제품 판매시 이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3. 현장에서 유리섬유복합관의 거동
유리섬유복합관의 시험시공은 2003년도 부산 양산물금
현장에서 직접 게이지를 매설하여 시험시공이 이루어 졌
으며 관의 변형상태를 차량재하전과 후로 나누어서 살펴
보았다(Fig. 1참조). 관 내경은 600mm, 두께 8mm, 길이
6m의 관에 대하여 베딩재로는 양질의 모래를 20cm 포설하
였다. 관 상단의 토피고는 1m로 시공하였으며, 하중재하
는 만재된 덤프트럭을 사용하였다. 관에 뒤채움을 한 후
7일간 거치한 후의 수직변위량을 확인하니 3.9mm 정도 발
생하였고, 차량하중을 태운 후에는 7.5mm로 증가하였다.

참고 문헌
1. 한국토지공사(2004) 오수관거 자재적정성 검토연구.
2. 환경부(2005) 하수도시설기준.
3. 김영진(2006) 유리섬유복합계통관의 변형 특성에 대한
고찰, 환경미디어.
4. Marston, A. (1930) The Theory of External Loads on
Closed Conduits, Bulletin No. 96, Iowa Engineering
Experimental Station, Ames, IA.
5. Bulson, P.S. (1985) Buried Structures(Static and
Dynamic Strength), Chapman and Hall, LONDON NEW
YORK.

Fig. 1 게이지 설치 사진(좌:변위계, 우:토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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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충격 시뮬레이션을 통한
첨단 복합소재 교량용 방호울타리의 성능 분석
Performance Evaluation of Advanced Composite Safety Barrier
for Bridge by Using Vehicle Impact Simulation
전 신 열* · 홍 갑 의** · 이 민 철***·김 승 억****
Jeon, Shin-Youl · Hong, Kab-Eui · Lee, Min-Chul · Kim, Seung-Eock
ABSTRACT
The performance of composite safety barriers is evaluated through computer simulation. A composite safety barrier of SB4 grade is
modeled. The MAT58 material model provided by LS-DYNA software is used to model composite material. The composite safety
barrier satisfies strength and deformation limit values. The barrier also satisfies THIV and PHD limit values of passenger protection
performance.

하단빔은 복합소재가 사용되었다. 각 부재의 두께로써 지
주는 8mm, 리브는 12mm, 상단빔, 하단빔은 8mm가 사용되
었다. 충돌 후 차량의 진행을 고려하여 교량용 방호울타
리의 길이 30m를 모델링하였으며 이는 실제 충돌 시험시
교량용 방호울타리 설치 길이와 동일하다. 사용된 지주,
리브, 상단빔, 하단빔은 쉘 요소로 Belythchko-Tsay 요소
모델을 사용하였고, 앵커, 콘크리트 연석은 솔리드 요소
로 Constant stress solid element를 사용하여 모델링하
였으며, 총 72,412개의 요소를 사용하였다. 빔과 지주 리
브의 볼트연결부위에서 절점을 공유하여 일체화하였다. 3
차원 교량용 방호울타리 빔의 단면형상 및 모델은 Fig. 1
과 같다. 교량용 방호울타리 지주, 리브 앵커의 물성치는
밀도 7.85t/㎥, 탄성계수 210,000MPa, 포아슨비 0.3, 항
복응력 245MPa을 사용하였다. 복합소재 교량용 방호울타
리 빔은 적층을 고려하기 위해 LS - DYNA에서 제공하고
있는 Material model MAT58을 사용하여 Surmat #150, CSM
#450, Roving #4400, DBT #600을 6층으로 적층하였다.

1. 서 론
교량용 방호울타리의 성능을 평가하는 방법은 실물 차
량 충돌 시험이 가장 확실하나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
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복합소재 교량용 방호울타리의 성능을 분석하고자 한다.

2. 차량 충돌 시뮬레이션
2.1 차량 모델링
본 연구에서 사용된 컴퓨터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은
LLNL(Lawrence Livermore National Laboratory)에서 개발
된 LS-DYNA이다. 차량 모델링은 미국의 NCAC(National
Crash Analysis Center)가 제공하는 1.3톤의 승용차(Ford
Taurus)모델과 8톤 트럭(Ford single unit truck)모델을
사용하였다. 승용차는 28,578개의 요소로 이루어졌고 트
럭은 20,727개의 요소로 이루어졌다. 트럭의 경우 제공된
모델의 중량이 8톤으로써 “차량방호 안전시설 실물충돌
시험 업무편람”의 충돌 차량 기준인 14톤에 맞추기 위하
여 단위 중량을 증가시켰다.
2.2 교량용 방호울타리 모델링

Fig. 1 3차원 교량용 방호울타리 모델 및 단면형상
복합소재 교량용 방호울타리는 SB4등급을 선정하였다.
이 모델은 지주, 리브, 앵커, 콘크리트 연석, 상단빔, 하
단빔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주, 리브는 SM400, 상단빔,

2.3 경계 조건 및 접촉 조건

* 학생회원․ 세종대학교 토목공학과 석사과정 E-mail: jsy007jsy007@naver.com - 발표자
** 학생회원․ 세종대학교 토목공학과 석사과정 E-mail: hongaby@nate.com
*** 학생회원․ 세종대학교 토목공학과 석사과정 E-mail: luciper21c@nate.com
**** 정회원․ 세종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 E-mail: sekim@sejong.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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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 조건으로 콘크리트 연석 바닥과 앵커를 변위 및
회전에 대하여 구속하였다. 도로는 강체로 모델링하였으
며, 도로와 차량 바퀴는 LS-DYNA의 라이브러리에서 제공
하고 있는 RIGIDWALL-PLANAR를 사용하여 접촉조건을 부여
하였다. 도로에 대한 바퀴의 마찰계수는 주행 중 마찰계
수인 0.01을 적용하였다 (EDVAP Program Manual,1994).
차량과 교량용 방호울타리의 접촉 조건은 AUTO - SURFACE
- TO - SURFACE를 사용하였다. 차량의 도색에 의한 표면
의 미끄러움을 고려하고, 승용차와 트럭 범퍼의 각기 다
른 재료의 물성을 고려하여 다음 Table 1과 같이 정지마
찰계수와 운동마찰계수를 적용하였다 (Marks, Lionel S,
1996).
Fig. 2 복합소재 방호울타리의 변형

Table 1 차량과 방호울타리의 마찰계수
승용차
트럭
구분
정지마 운동마 정지마 운동마
찰계수 찰계수 찰계수 찰계수
복합소재 방호울타리 0.5
0.4
0.2
0.16

Table 2 충돌 후 차량 거동의 결과치 비교
복합소재
복합소재 /
구분 차량 성능평가기준
교량용
성능평가기준
방호울타리
강도
최대충돌변형거
트럭
0.0251m 8.4%로 감소
성능
리 0.3m이하
THIV 9m/s 이하 1.913m/s 21.3%로 감소
탑승자
승용
보호
차 PHD 20g 이하
3.69g 19.5%로 감소
성능

3. 충돌 시뮬레이션 결과
트럭 충돌 시 교량용 방호울타리가 강도기준을 만족한
다면 중량이 작은 승용차 충돌의 경우는 자연히 강도기준
을 만족하게 되므로 구조적 강도성능기준은 트럭을 대상
으로 평가를 하였다. 트럭 충돌 시 복합소재 방호울타리
의 최대 탄성 변형은 상단빔이 191mm이다. 이후 상단빔이
최대 25.1mm로 영구변형 하였으며, 이때의 영구변형은 강
재지주가 22.0mm 뒤로 밀리면서 생긴 변형이다. 복합소재
방호울타리는 파괴강도에 도달하지 않으므로 충돌시 단면
성능을 100% 발휘하여 탄성회복하는 거동을 보였다.
탑승자 보호성능 측면에서는 승용차의 경우 중량이
1.3톤으로 트럭의 중량인 14톤보다 현저히 작기 때문에
승용차가 교량용 방호울타리에 충돌 시 운전자에게 미치
는 충격이 트럭보다 크다. 따라서 THIV, PHD값은 승용차
를 대상으로 구하면 된다. 승용차 충돌 시 복합소재 교량
용 방호울타리의 THIV는 1.913m/s, PHD는 3.69g로써 성능

이탈 속도가
충돌 속도의
60%이상
충돌 후 승용
차량의 차 이탈 각도가
거동 트럭 충돌 각도의
60%이하
전도 유무
비산 여부

승용차:
71%
트 럭:
77.2%
승용차:
14.5%
트 럭:
29.3%
전도 없음
비산 없음

승용차:
18.3% 증가
트 럭:
28.7% 증가
승용차:
75.8% 감소
트 럭:
51.2% 감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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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기준을 만족하였다. 이때 g는 중력가속도 9.8 
이다.
승용차가 80km/hr로 충돌할 시 이탈 속도는 56.8km/hr
이고, 트럭이 65km/hr로 충돌할 시 이탈 속도는
50.2km/hr로써 기준치 60% 이상을 만족하였다. 승용차가
20도로 충돌할 시 이탈 각도는 2.9도이고, 트럭이 15도로
충돌할 시 이탈 각도는 4.4도로써 기준치 60% 이하를 만
족하였다. 이탈 속도가 클수록 뒤따라오는 차량에 의한 2
차 충돌 사고가 감소하고 이탈 각도가 작을수록 옆에서
오는 차량에 의한 2차 충돌 사고가 적어지게 된다.
복합소재 교량용 방호울타리의 경우 승용차와 트럭은
충돌에 의하여 전도되지 않았고, 교량용 방호울타리를 따
라 원활히 이동하였으며, 교량용 방호울타리의 구성부재
가 비산하지 않았다. 트럭 충돌 시 복합소재 방호울타리
의 변형은 Fig. 2와 같고, 결과치는 Table 2에 비교하였
다.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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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소재 교량용 방호울타리의 최적
적층 단면 결정을 위한 시뮬레이션
Simulation for Determination of Optimal Stacking Section
of Composite Safety Barrier for Bridge
홍 갑 의* · 전 신 열** · 김 기 승*** · 김 승 억****
Hong, Kab-Eui · Jhun, Shin-Youl · Kim, Kee-Seung · Kim, Seung-Eock
ABSTRACT
The impact simulation of composite safety barriers was carried out for three kinds of stacking section. Stacking section
C with the smallest deformation was selected as the optimal section.

1. 서 론

3. 복합소재 교량용 방호울타리 빔의 적층설계

방호울타리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실물충돌시험
을 수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형 제작, 시험체 제작,
차량 구입 및 측정 등 비용과 시간이 과대하게 소요된다.
특히 복합소재 방호울타리인 경우 적층 사양에 따라 단면
성능이 상이하기 때문에 유한 요소 기법을 활용한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실시하면 시험체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어 매우 효과적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다양하게 적층된 단면들에 대하
여 충돌시뮬레이션을 실시하여 최적의 적층 사양을 결정
하였다.

교량용 방호울타리 빔은 주부재력이 길이 방향으로 발
생하므로 단면 내 길이방향 로빙을 최대한 많이 배치하여
세 층으로 설계하였다. 부재 단면 방향 응력에 저항하기
위하여 DBT 직물 또는 DB 직물을 사용하였다. 적층간 완
충작용을 위해 CSM을 사용하고 평활성 및 표면을 매끄럽
게 하기 위하여 Surmat를 사용하였다. 다음 Fig. 2와 같
이 3가지 적층설계 안을 제시하였다.

2.

적층A
Surmat 150
CSM 450
Roving #4400
DB 400
Roving #4400
DB 400
Roving #4400
CSM 450

복합소재 교량용 방호울타리 빔의 단면 결정

첨단복합소재 교량용 방호울타리 개발 연구진과 전문
시공 및 제작 업체 연구진의 설문 조사를 통해 미관, 역
학적 특성, 시선유도가 가장 우수한 빔 설계단면을 채택
하였다. 채택안에 대하여 전면 및 후면에서의 투시도를
Fig. 1에 나타내었다.

적층B
Surmat 150
DBT 900
Roving #4400
DBT 900
Roving #4400
DBT 900
Roving #4400
DBT 900

적층C
Surmat 150
DB 800
Roving #4400
DB 800
Roving #4400
DB 800
Roving #4400
DB 800

Fig. 2 척층설계 안

4. 충돌 시뮬레이션
4.1 모델링
복합소재 빔의 길이는 2m로 모델링하였다. 충돌용 추
는 원통이며 솔리드 요소로 모델링 하였다. 빔과 추의 제
원 및 모델링은 다음 Fig. 3과 같다.
Fig. 1 복합소재 단면

* 학생회원․ 세종대학교 토목공학과 석사과정, E-mail: hongaby@nate.com - 발표자
** 학생회원․ 세종대학교 토목공학과 석사과정, E-mail: jsy007jsy007@naver.com
*** 학생회원․ 세종대학교 토목공학과 석사과정, E-mail: angdre38@naver.com
**** 정회원․ 세종대학교 공과대학 토목공학과 교수, E-mail: sekim@sejong.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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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추 및 빔 모델링 및 제원
적층A
4.2 해석
SB4급 교량용 강재방호울타리의 실물충돌시험에서 최
종변위는 3cm였다. 이 결과에 근거하여 강재 빔 단면 충
돌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여 최종변위가 3cm가 되는 추의
질량과 충돌 속도를 결정하였다. 결정된 추의 질량은
165.3Kg이고 충돌 속도는 5.75m/s이며 실물충돌시험 각도
와 동일한 15도로 빔에 추를 충돌시켰다. 단 추를 상부에
서 3:1의 경사로 충돌시켰다. 경사는 AASHTO LRFD Bridge
Design Specifications(2004)의 Tabel A13.2-1-Design
Forces for Traffic Railings를 참고하였다. 충돌 시뮬레
이션은 다음 Fig. 4와 같다.

적층B

적층C
Fig. 6 시간에 따른 변위

5. 결론
Fig. 4 충돌 시뮬레이션
3가지 적층 단면에 대하여 복합소재 방호울타리 빔의
충돌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이중 단면 형상의 비틀림
변형이 가장 작은 적층C 단면을 최적 단면으로 채택하였
다.

4.3 결과
3가지 적층설계에 대한 복합소재 빔의 충돌 변위는 최
대 41.7mm에서 최소 35.1mm까지 나타났으며 잔류 변형은
없었다.
Table. 1 적층에 따른 변위
(단위 mm)
적층A
적층B
적층C
최대변위

50.2

58.4

감사의 글
본 연구는 국토해양부 국토해양기술연구개발사업(한국
건설교통기술평가원 건설기술혁신사업)의 연구비지원(09
기술혁신B01)에 의해 수행되었습니다.

40.3

3가지 적층단면 모두 차량방호 안전시설 실물충돌시험
업무편람(2001)의 강도기준을 만족하였다. 그러나 충돌
후 단면의 변형 형상에 있어서 적층C 단면이 적층A 및 적
층B 단면보다 비교적 형상을 잘 유지하였다. 적층A, 적층
B 및 적층C에 대한 충돌 후 단면의 변형 형상은 다음 Fig.
5와 같고 시간에 따른 변위는 Fig. 6과 같다

참고 문헌
1. AASHTO (2004) LRFD Bridge Design Specifications
2. 건설교통부 (2001) 차량방호 안전시설 실물충돌시험

업무편람

적층A
적층B
적층C
Fig. 5 충돌 후 단면의 변형 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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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P 및 강판으로 보강된 철도판형교 교각의 내진보강
Seismic Retrofit of Plain Concrete Piers of Railroad Bridges using
Composite of FRP-Steel Plates
곽 병 기* · 최 은 수**
Byunggy, Kwak, Eunsoo, Choi
ABSTRACT
This study is planed to solve the overturning problem and manifestation of tensile cracking of plain concrete piers of
railroad bridges. For the overturning problem, earth anchors are used to fix the bottom of a pier to a rock-foundation
using prestressing cables. Composite of FRP (Fiber Reinforced Polymer)and Steel Plates (FSP) are attached longitudinally
on the surface of the pier to prevent cracking. Then, FRP band strips are wrapped onto the FSPs to provide lateral
confinement. Push-over tests in field show that the earth anchors are effective in preventing the overturning of the pier,
and that the FSPs and the FRP strips prevent the cracking of concrete and increase the strength in bending.

1. 서 론

상단으로부터 3.3m 높이에 있다. 첫 번째로 프리스트레스
된 어스 앵커는 교각의 전도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하였
다. 어스 앵커는 프리스트레스된 잭을 이용하여, 암반에

국내의 내진설계가 도입되지 않은 철도교는 지진 발생
시, 교각의 전도 가능성과 교각 취성부의 균열 파괴

고정 후 콘크리트 교각 바닥부에 고정하였다. 2개의 어스


등에 대한 위험 요소가 많아 내구성 확보를 위하여 주
의 깊게 검토되어야 한다. 철도교의 대부분은 내진 설
계가 고려가 되지 않은 콘크리트 교각으로 만들어진

앵커는 양쪽에 설치되었다. 케이블의 단면적은 400 
이고, 암반에 박혀있는 케이블의 길이는 30m이다. 또한,
프리스트레스된 힘은 300kN이고, 항복응력은 1500MPa이
다. 이에 따라 연장된 길이는 112.5mm이다. 프리스트레스된
앵커는 압축력이 작용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모멘트 저항은

철도 판형교(Open-Steel-Plate-Girder)이다. 판형교
의 대부분은 1910년부터 1930년대에 만들어진 오래
된 철도교로, 교각의 노후화와 여러 해를 거친 부식작

지반의 소일 베어링에 기반을 두어 일어난다. 두 번째로
Glass FRP-Steel Plate(GFSP)를 콘크리트 교각표면에
부착시킨다. 교각의 바닥부터 상부 끝부분까지의 전체

용 등 구조적인 문제점이 많다. 지진 발생시, 교각 중
간부분의 콜드 조인트는 횡 방향 힘에 대한 인장응력
때문에 균열이 발생하여 위험하다. 또한, 기초부와 지

GFSP의 수는 32개이다. 추가로 34개의 GFSP가 교각 중간
둘레의 콜드 조인트 부분에 X자 모양으로 부착시켰다. 그리
고 콘크리트 교각 측면의 콜드 조인트 부분에 좌우로 GFRP

반을 고정시키는 파일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횡
방향 힘에 대해 전도현상의 가능성이 크다. 판형교의
교각은 횡 방향과 종 방향의 구속압을 동시에 요구한

감싼다. GFSP와 GFRP로 보강하는 방법은 콘크리트 교각
의 휨 변형에 저항하기 위해 횡 방향과 종 방향의 구속
압을 준다. 그러므로 이 보강 법은 충분한 모멘트 저항력이

다. 강재와 FPR 자켓 보강은 종 방향 보강 효과는 없
고 횡 방향 보강효과만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목
적은 기초의 전도 현상을 방지하고, 콜드 조인트의 횡

없는 오래된 콘크리트 교각을 내진 보강하는데 효과적이다.

방향 힘에 대한 균열을 방지하는 것이다. 전도현상을
방지하는 목적으로 어스 앵커를 사용한다. 그리고

3. 압축실험

FRP 밴드가 횡 방향 구속압을 증가시키는 동안 세로
압축실험은 보강된 콘크리트 교각의 내진보강 효과를

로 부착된 FRP-강재판(FSP)는 인장 크랙을 방지한다.

평가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콘크리트 교각만을 실험하기
위해 스틸 상판이 제거된 철도교를 선택하였다. 횡 방향
변위를 측정하기 위해, 6개의 LVDT는 상부와 하부 그리고

2. 콘크리트 교각의 내진 보강
이 연구는 한국의 폐쇄된 철도 판형교의 중앙 부분을

중앙의 콜드 조인트 부분에 각각 2개씩 설치하였다. 횡 방향
힘에 대한 교각의 변위를 측정하기 위해, 4개의 Strain gage
를 중앙부의 콜드조인트 부분과 하부에 각각 2개씩 설치하

실험하였다. 교각 높이는 6.6m이고, 기초는 1.0m이다. 교
각과 기초의 모양은 직사각형이고, 콜드 조인트는 기초의

* 학생회원․ 홍익대학교 토목공학과 석사과정, E-mail: byunggy@hanmail.net - 발표자
** 정회원․ 홍익대학교 공과대학 토목공학과 교수, E-mail: eunsoochoi@hongik.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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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였다. 또한 수직변위를 측정하기 위해 4개의 LVDT는 기초
의 각 코너에 설치하였고, 기초부의 수평변위를 측정하기위
해 기초부 중앙부에 1개의 LVDT가 설치하였다. 또한 경사

이 연구는 판형교의 콘크리트 교각을 내진 보강 하여
거동의 특성과 내진 효과를 분석하였다. 이 콘크리트 교

계가 기초의 경사를 측정하기 위해 기초 측면에 설치하였다.
GFSP의 변위를 측정하기 위해 교각의 중앙과 하부의 GFSP
에 Strain gage를 8개 설치하였다. 실험 변수는 3가지 방법

각은 중앙부에 콜드 조인트가 있어 지진에 따른 횡 방
향 하중이 발생하였을 때 균열에 취약하다. 게다가 교각
은 기초와 지반을 지지하는 파일을 설치하지 않아, 변위

으로 하였다. 내진 보강장치가 없는 교각, 어스앵커만 설치한
교각, 어스앵커와 GFSP판과 GFRP을 설치한 교각이다.

는 주로 회전과 전단에 의해 일어나 전도현상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또한 교각의 균열은 하중 172kN 이상일
때 나타나며, 크랙의 발생되면 연성도는 일어나지 않는

4. 실험결과

다. 이 연구는 어스 앵커와 GFSP와 GFRP를 사용하여
횡 방향과 종 방향에 대한 내진 효과를 주었다. 세로 방
향으로 부착시킨 GFSP와 가로 방향으로 감은 GFRP는

수평 변위는 Fig.1에서 나타내었다. Fig.1는 설계된
4곳의 LVDT 위치에서 각각 수평변위를 측정하여 3가지
변수를 비교하였다. Displ-1은 교각의 상부, Displ -2는 교각

콜드 조인트 부분의 균열을 방지하여 교각의 휨 거동의
연성도를 증가하는 효과를 보였다. 이것은 철근콘크리트
의 거동과 비슷하다. 또한 이 장치는 교각의 단면적을

의 중앙, Displ-5는 교각의 바닥, Displ-7은 기초에서
측정한 변위이다. 초기 강성 및 극한 힘과 극한 변위 등
을 Table 1에 나타내었다. 초기강성은 2개의 보강된 교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앵커로만
보강한 교각은 회전에 대한 강체운동에 효과적이지만
휨에 대한 저항력은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추후로, 어

각 모두 무보강 교각보다 22% 강성이 증가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극한 힘은 앵커와 Bending으로 보강된 교각
이 무보강 교각보다 170% 증가됨을 확인할 수 있다.

스 앵커대신 콘크리트를 채운 스틸 파이프로 대체한 연
구를 계획중이다.

Table 1 무보강 및 보강 콘크리트의 하중 및 변위
항복변위 항복하중 초기강성 극한변위 극한하중
(mm)
(kN)
(kN/mm)
(mm)
(kN)
무보강
앵커보강

2.2
1.8

98.1
98.1

44.6
54.5

40.8
18.2

245.3
245.3

앵커,밴딩보강

1.8

98.1

54.5

40.12

416.9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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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hung YS, Park CK, Meyer C. Residual Seismic
Performance of Reinforced Concrete Bridge p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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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aster and rehabilitation strategies,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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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극한 변위는 무보강 시편과 비슷함을 볼 수 있
다. 앵커만으로 보강된 교각의 극한 힘은 무보강 교각
과 비슷하지만 극한 변위는 콜드조인트 부분의 균열으
로 무보강 교각보다 매우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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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교각의 위치에 따른 수평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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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적층판 이론에 의한 강재교량 시스템의 설계
Design of Steel Bridge Systems by the Composite Laminated Plate
Theory
한 봉 구* · 석 주 원 **
Han, Bong-Koo · Suk, Ju-Won
ABSTRACT
특별직교이방성판 이론을 거더나 세로보의 패널을 해석하는데 이용하였다. 거더나 세로보는 H형 단면을 사용하였
다. 본 논문에서 수행한 수치해석 결과를 보 이론과 비교하였으며, 판 이론이 보 이론보다 2배 이상 강성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The special orthotropic plate theory is used for analysis of panels made of girders and cross beams. The cross sections
of both girders and cross beams are H-types. The results is compared with that of beam theory. According to the
numerical examination given in this paper, the result by the plate theory is more than 2 times stiffer than that of the
beam theory.

1. 서 론

* Special orthotropic layers are arranged so that
no coupling terms exist, i.e.,    ,

In case of a bridge grid system with girders and
cross-beams, tables and methods by Leonhard(1950),
Homberg(1951,1956),Massonnet(1955),
Watanabe(1965),
Kim(1972), and used others can be used. Use of
orthotropic plate theory in bridge was reported by
Chu and Krishnamoorthy(1963), and Adotte(1967)
reported on second order theory in orthotropic
plates. Hongladaromp and el al(1968) reported on
analysis of elasto-plastic grid system.
Many of the bridge and building floor systems,
including the girders and cross-beams, and concrete
decks behave as the special orthotropic plates which
have  fiber orientations.

       .
*No temperature or hydrothermal terms exis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demonstrate, to the
practicing engineers, how to apply this equation to
the slab systems made of plate girder and
cross-beams.
In case of an orthotropic plate with boundary
conditions other than Navier or Levy
solution
types, or with irregular cross section, or with
nonuniform mass including point masses, analytical
solution is very difficult to obtain. Numerical
method for eigenvalue problems are also very much
involved in seeking such a solution. Finite
difference method (F.D.M) is used in this paper. The
resulting linear algebraic equations can be used for
any cases with minor modifications at the boundaries,
and
so
on.

2. Method of analysis used
The
equilibrium
equation
orthotropic plate is :
 

(1)

 
 

for

the

special

 


  
  
 

 


where,    ,    ,      .
The assumptions needed for this equation are :
* The transverse shear deformation is neglected.

*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건설공학부 교수, 공학박사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구조공학과 석사과정

Fig.1. Structure under consid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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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Deflection at the center (m)
Loading : 10 ton at the center

Type

Type 1

Type 2

Type2/Type1

 (m)

0.6765E-01

0.1646E-00

2.43

Table 4. Deflection at the center (m)
Loading : 10 ton at the center
Type2
case
Type 1
Type 2
/Type1

Fig. 2. Cross-section
3. Numerical examination


The structure under consideration is as shown in
fig 1. and fig 2. The stiffnesses are given in Table
1. Type 1 is for the special orthotropic plate and
Type 2is the case of a simple beam. In other to
astudy the effect of the cross-beam sizes, variable
values of   are given, in Table 2.

(rad/sec)

case i

 (m)
case 1/
case i

Table 1. Stiffnesses

0.7019

case1

case2

case3

case4

case5

0.6765

0.6262

0.6061

0.5951

0.5881

E-01

E-01

E-01

E-01

E-01

1

1.803

1.1162

1.1368

1.1503

Table 6. Natural Frequency (rad/sec)
Loading : 10 ton at the center

 (  ∙  )

Type 1

Type 2




101199927.65
21757837.94

101199927.65
0.00

Table 2. Stiffnesses with variable  
Case 1

Case2

Case 3

Case 4

Case 5



10119992
7.65

10119992
7.65

10119992
7.65

10119992
7.65

10119992
7.65



21757837
.94

41618360
.36

61478882
.78

81339405
.20

10119992
7.65

∙

0.5133E
+01

Table 5. Natural Frequency (rad/sec)
Loading : 10 ton at the center

Analysis is carried out and the result is given by
Tables from 3 to 6. As Table 3 shows, the deflection
of Type 2 -based on beam theory is 2.43 times that of
special orthotropic theory. Increase of the
cross-beam size does not produce profound change of
deflection, Table 4. Similar conclusion can obtained
from the natural frequency, Table 5 and 6, These
results are also shown in Figs 3 and 4.



0.7313E
+01

case i

case1

case2

case3

case4

case5

 (rad/

0.7313

0.7471

0.7539

0.7577

0.7603

sec)

E+01

E+01

E+01

E+01

E+01

1

1.0216

1.0309

1.0361

1.0397

case 1/
case i

The special orthotropic plate theory yields much
stiffer structure than by the beam theory. Increase
of D22 is insignificant the result given by Table 2
to 6 are given by Figs 1 and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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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Conclusion

Theory in Bridge Design" Jour. of ASCE, Structural
Division, Vol 88 No ST3 p35
2. Kim, D. H. (1974), " A Method of Vibration
Analysis of Irregularly Shaped Structrural
Elements", Pro. Intl. symposium on Engineering
Problems in Creating Coastal Industrial Site,
Seoul, Korea
3. Han, B. K. and Kim, D. H. (2001), “The Effect of
Neglecting the Longitudinal Moment Terms in
Analyzing [90, 0, 90]r Type Laminates with
Increasing Aspect Ratio”, Journal of KSSC, Vol 13 ,
No. 1, pp.53-60.

Fig. 3. Deflection of each type and case.
4. Han, B. K. and Kim D. H. (2001), “Analysis of
Steel Bridges by means of Specially Orthotropic
Plate Theory”, Journal of KSSC, Vol 13, No. 1,
pp. 61-69.
5. Han, B.K. and Kim, D.H. (2004), Simple Method of
Vibration Analysis of Three Span Continuous
Reinforced
Concrete
Bridge
with
Elastic
Intermediate Supports, Journal of
the Korea
Society of Composite Materials, Vol 17 ,
6. Han, B.K, and Kim, D.H. (2009) Analysis of Design
of Steel Slab System by means of Special
Orthotropic Plate Theory, Proc. of KISM, Vol 1
No.1, pp 87-90.

Fig.4. Natural Frequency of each type and case.

7. Han, B.K, and Kim, D.H. (2010) Analysis of
Reinforced Concrete Slab Bridge by the Composite
Laminates Theory,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Advanced Composite Structures, Vol 1 No.1, pp
9-15.

Many engineers use the load distribution factor and
beam theory to design panel system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demonstrate, to the
practicing engineers, how to apply the special
orthotropic plate theory to the slab systems made of
plate girders and cross-beams. The numerical
examination made show that the result by the special
orthotropic plate is more than 2 times stiffer than
that by the beam theory. The influence of D3 is a
subject to the future research since exact
calculation of this stiffness requires which section
to use for the moment of inertia, the degree of
fixity between the cross-beams and the girders, and
others.

참고 문헌
1. Homberg,
H
und
Weinmeister,
J(1956),
Einflussflachen fur Kreuzwerke, Springer Chu, K.H.
and Krishnamoorthy, G. (1963) "Use of Orthotrop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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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구조물 보강을 위한 아라미드섬유 쉬트 적용성 평가
Evaluation for reinforced steel structures by AFRP Sheets
이 현 주* · 나 환 선**
Lee, Hyeon-Ju · Nah, Hwan-Seon
ABSTRACT
This study focused on the static behavior of steel beams reinforcement by AFRP sheets. The main objective of the experimental
programme was the evaluation of the force transfer mechanism, the increment of the beam load carrying capacity and the bending
stiffness. A bending test was conducted on a H-shaped steel beam, with aramid FRP sheets bonded to its flanges. The mid-span
deflection and the strain from three points along AFRP sheets were recorded Test results exhibit that the increment of the
load-carrying capacity with reference to a mid-span deflection level of 15 mm(1/125mm of the clear span) was equal to 9.4% and
for the two layers case, an elastic stiffness increment is slightly higher than one layer case.

1. 서 론

3039의 시험규정에 따라 실시하였다.

콘크리트 구조물 보강을 위한 재료로 탄소섬유, 유리
섬유, 아라미드섬유와 같은 복합소재를 이용한 방법이 주
로 이용되고 있지만, 강 구조물의 보강공법에 사용되는
재료는 강판을 이용한 보강공법을 제외하고는 적용사례를
국내에서는 찾아보기 어렵다. 강판보강공법의 경우 이미
준공된 상태에서 강판을 이용하여 보수하는 것은 보수재
료의 자중이 무겁기 때문에 시공이 원활하지 않으며, 볼
트접합을 위해서 본 부재에 구멍을 뚫고 보강용 철판을
덧대기 때문에 구조물의 추가적인 손상과 자중을 증가시
킴에 따라 비효율적이다. 특히 변전소의 경우, 가스개폐
차단기, 변전설비 등 간섭물이 많고 경우에 따라서는 전
기를 차단하지 못한 상태에서 보강작업이 행해지는 경우
도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은 현실을 반영하여, 강재가 아닌
아라미드 섬유를 이용한 보강 공법 적용에 관한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기존 강판 보강공법
대신 복합소재의 한 종류인 아라미드 섬유 쉬트를 이용하
여 강 구조물 보강에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실험적으
로 검증하고자 하였다.

Table 1 아라미드 섬유위트의 기계적 특성
섬유 중량 설계두께 인장강도(kN/cm)
종류 (g/㎡)
(mm)
설계강도(MPa)
Kevlar

2. 재료물성시험

415

0.288

5.884
2059

영률
(MPa)
1.18×105

Fig. 1 아라미드 섬유시트 재료물성시험 전경
2.2 시험결과

2.1 시험계획 및 방법

시험결과 시험체는 항복구간 없이 탄성구간에서 취성
파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대하중은 Table 2와 같이
평균 16.3kN, 최대 인장강도는 평균 2254.3 N/㎟로 설계
강도 2059.4N/㎟ 대비 9.5% 정도 크게 나타났다. 한편,
파괴변형률은 평균 3.2 %로 일반적인 케블라의 파괴변형
률 1.8% 보다 높게 나타났다.

시험에 사용된 복합소재는 강재 대비 7~10배 정도 인
장강도가 우수한 아라미드섬유 쉬트를 보강재료로 선정하
였다. 아라미드섬유 쉬트는 국내 S사에 제조되는 케블라
제품으로, 섬유중량 415g/㎡를 사용하였다. 본 시험에서
사용된 케블라 제품의 기계적 물성은 Table 1과 같다. 아
라미드 섬유시트의 시편제작은 폭 25mm, 길이 250mm 크기
로 재단하여 제작하였으며, 시험은 Fig 1과 같이 ASTM D

* 정회원․ 한전전력연구원 선임연구원, E-mail: hyeon@kepri.re.kr - 발표자
** 정회원․ 한전전력연구원 책임연구원, 공학박사, E-mail: hsnah@kepr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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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증가된 93.33kN, 94.90kN으로 나타났다. 1겹, 2겹
보강 실험체 모두 일시적으로 하중 저하가 나타났는데 이
것은 아라미드섬유 쉬트 탈락시 유압 가력 장치에서 일시
적인 유압저하로 나타난 현상이다.

Table 2 아라미드 섬유시트 재료물성 시험결과
구분 단면적 최대하중 최대변위 인장강도 파괴변형율
2
2
%
mm
kN
mm
N/mm

No.
1
2

7.2

3
평균
표준편차

16.5

5.110

2291.7

3.2%

16.3

4.806

2263.9

3.2%

15.9

4.904

2208.3

3.3%

7.2

16.3

4.940

2254.3

3.2%

-

0.270

0.155

42.431

0.000

Table 3 휨 성능시험 결과
실험체

무보강

3. 휨 성능평가

1 Ply

9.6 mm
15 mm
항복하중 Elastic
최대 극한하중
Stiffness
변형시
변형시
(kN)
변형율
(kN)
(Calculated)
(kN/mm) 하중 (kN) 하중 (kN)
68.84

78.75

3.1 시험계획 및 방법
아라미드섬유 쉬트를 보 부재에 부착하여 휨 성능평가
를 실시하였다. 보 부재는 H형강(H-100×100×6×8)으로
SS400을 사용하였으며, 보강되지 않은 보 부재와 H형강의
인장측 플랜지에 아라미드섬유 쉬트를 1겹과 2겹을 보강
한 부재로 구분하여 평가를 하였으며, 실험체 형상은
Fig. 2와 같으며, 시험전경은 Fig. 3과 같다.

2 Ply

88.75

14.68(-)

87.13(-)

89.15(-)

-

85.38
(-)

15.34
(▲4.5%)

89.78
(▲3.0%)

92.38
(▲3.6%)

0.0125

93.33
(▲9.3%)

15.04
(▲2.4%)

90.61
(▲4.0%)

94.60
(▲6.1%)

0.0137

94.90
(▲11.2%)

15.55
(▲5.9%)

92.08
(▲5.7%)

97.53
(▲9.4%)

0.0108

97.53
(▲14.2%)

15.58
(▲6.1%)

90.76
(▲4.2%)

95.03
(▲6.6%)

0.0123

95.03
(▲11.3%)

4. 결론
보 부재의 복합소재 보강에 따른 휨 성능 평가 결과,
무보강 실험체의 전항복하중 85.38 kN 대비, 1 겹 보강 실
험체의 계면파괴 직전까지의 하중은 각각 9.3 %, 11.2 %
증가되었다. 2겹 보강 실험체에서는 14.2 %, 11.2 % 증가
되었다. 보강 두께가 증가함에 따라 무보강 실험체 대비
내력 개선효과를 확인하였으며, 복합소재를 활용한 강 구
조물 보강의 가능성을 실험적으로 검증할 수 있었다. 다
만, 보강 실험체 모두 단부에서 보강재가 조기에 탈착되
어 일체 거동이 유지되지 못하고 보강성능이 저하되는 것
으로 나타났는데, 향후, 단부 부착파괴를 지연시키고, 보
강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보강 방법 및 보강재의 형상
에 대한 연구와 반복하중에 대한 부재의 보강성능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Fig. 2 휨 성능 시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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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휨 성능실험 전경
3.2 시험결과
아라미드섬유 쉬트 1겹과 2겹 보강의 철골 보 부재의
휨내력 개선효과에 대한 정량적 평가를 위한 1점 가력 휨
실험결과는 Table 3와 같다. 지간 1200 mm의 1/80에 해당
되는 처짐 15 mm에서의 하중은 1겹 보강 실험체의 경우,
92.38kN, 94.60kN으로 무보강 실험체 대비 3.6%, 6.1% 증
가되었고, 2겹 보강 실험체에서는 97.53kN, 95.03kN으로,
6.6% 9.4% 증가된 수치로 나타났다. 계면파괴 직전까지의
하중은 1겹 보강 실험체에서 93.33kN, 94.90kN로 나타나
서, 무보강 실험체의 전항복하중 85.38kN 대비 각각
9.3%, 11.2% 증가되었다. 2겹 보강 실험체에서는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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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리드 GFRP-강재 심재를 갖는 복합샌드위치 교량바닥판의
정적거동에 관한 실험적 연구
An Experimental Study on Static Behaviors of Composite Sandwich Bridge
Decks with Hybrid GFRP-Steel Core
지효선*

변재관 **

Ji, Hyo Seon,

Byun Jae Kwan

ABSTRACT
This paper presents the flexural behavior of a hybrid Glass Fiber-Reinforced Polymer(GFRP)-steel decks for use in deteriorated bridge
decks replacement. Static load tests were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structural characteristics of the hybrid FRP-steel deck. The tested
deck panel satisfied the design criteria. The failure mode of the hybrid deck was demonstrated ductility with deformation beyond initial
yielding. The responses were compared with the ANSYS finite element predictions. It was found that the presented hybrid deck was
efficient for use in bridges. The thickness of the hybrid deck may be decreased when compared to that of the all FRP deck with
similar flexural rigidity.

성을 응용한 구조물의 주재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연

1. 서 론

구가 많이 진행되어 왔다. 이러한 복합신소재의 장점
교량의 공용연수 증대와 중차량 교통량의 증가에 따

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건설분야에 제한적으로 적용

른 중․소형교량 열화손상이 심하여 안전에 관한 문제

되는 이유 중 하나가 기존 건설재료에 비하여 높은

가 야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량

초기 공사비 때문이다. 이러한 높은 초기 공사비를 저

유지관리는 주로 교량 상부구조물인 바닥판의 유지보

감하기 위한 시도가 하이브리드 GFRP(Glass Fiber

수에 집중되어 왔다. 그러나 상부 구조물을 보강하더

Reinforced Polymer)재료를 이용한 구조형식 개발이

라도 내하력 부족으로 인해 중차량 통행이 어려워 불

다. 최근에는 하이브리드 FRP-콘크리트의 교량바닥판

가피하게 기존의 가설된 교량을 모두 철거하여 신설

이 개발되는 등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본 논문

하는 방식으로 교량을 관리하여 왔다. 이와 같이 기존

은 하이브리드 GFRP-강재의 심재를 갖는 복합샌드위

의 교량을 부분적으로 보수 또는 전면적인 철거 후

치 교량 바닥판의 개발과 구조적 거동특성에 대해 기

재 가설하는 방법은 경제적, 시간적으로 많은 손실을

술한다. 하이브리드 GFRP-강재의 심재를 갖는 복합

가져오고 있다. 기존 교량의 전면 철거 후 재시공과

샌드위치 바닥판의 휨에 대한 거동 특성을 분석하기

같은 상기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고 내하력을 1등교

위하여 3점 휨시험을 실시하고 구조해석을 통해 시험

(DB-24)로 상향 조정할 수 있으며, 급속 시공이 가능

결과를 비교 분석하였으며, 또한 완전 복합신소재 교

한 새로운 건설재료인 복합신소재의 응용이 교량 바

량바닥판의 공사비와 비교분석하였다.

닥판 등 최근에 건설분야에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복

2. 실험개요

합신소재는 비강성, 비강도가 기존의 콘크리트나 강재
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고 비부식성, 경량성, 비전기성
등 재료적 장점과 방향성을 이용하여 우수한 기계적

2.1 시험체의 설계 및 제작

성질을 얻을 수 있으며, 다양한 형태로 만들 수 있는
뛰어난 성형성을 가지고 있다. 복합신소재(Advanced

본 연구에서 개발한 하이브리드 GFRP-강재 심재

Composites Materials)를 단순히 기존의 재료에 대한

를 갖는 복합샌드위치 교량 바닥판의 설계대상 교량

대체 재료로서가 아니라 비등방성 재료의 특이한 물

은 단경간 플레이트 거더교로서, 거더는 4개이고 거더

*정회원, 대원대학 철도건설과 부교수 hsji@daewon.ac.kr - 발표자
**정회원, (주)태영건설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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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간격은 2.5m로 가정하였다. 이와 같은 설계대
상교량에 본 논문에서 제시된 하이브리드 교량바닥판

Table 2

을 가지고서 ANSYS 유한요소 해석프로그램을 이용




적층

각도 (GPa) (GPa) (GPa)
임의
UFL
7.99
7.99
1.69 0.349
방향
UFL °° 19.55 4.35
1.77 0.343
임의
LFL
7.99
7.99
1.69 0.349
방향
CFL °° 19.55 4.35
1.77 0.349
그리드
°
20.38 4.42
1.80 0.341
심재
강재심
등방성 204.00 204.00 76.90 0.300
재
임의
접착층
8.17
8.17
1.73 0.343
방향

바닥판의 구성 적층부재 재료적 성질

적층
부재

하여 구조해석을 실시하였으며, 변수연구를 통해 최종
단면설계된 복합샌드위치 교량바닥판은 그림 1과 같
이 GFRP-강재의 심재와 GFRP 면재로 구성되어 있
다. 이때 설계기준은 AASHTO LRFD을 적용하였다의
단면설계는 복합신소재의 제작공정을 고려하여 설계
하였다. 고려한 활하중은 도로교 설계기준의 표준트럭
하중(DB-24)이며, 이 때 충격을 고려하기 위하여 충
격계수 0.3을 적용하였다. 복합신소재의 재료적 특성
은 표 1에 나타내었다. 표 2는 복합샌드위치 교량바
닥판의 구성 적층설계된 부재에 대한 재료적 성질을



0.194
0.234
0.194
0.234
0.246
0.183

혼합법칙에 의하여 계산된 물성값을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심재로 사용된 강재는 KS D3568이다. 표2에

2.2 실험방법 및 측정

서 UFL, CFL, LFL은 상층, 중간층 및 하층면재를 나
타내며  는 적층부재의 섬유함유량을 나타낸다. 그

하이브리드 GFRP-강재 심재를 갖는 복합샌드위치

림 1과 같이 적층설계에 의해서 최종 구성된 치수에

교량 바닥판의 휨에 대한 특성과 사용여부를 검증하

맞추어 수적층(hand lay-up)으로 시험체를 제작하였

기 위하여, 한국표준과학연구원에서 복합샌드위치 교

다. 특히 GFRP와 강재와의 온도변화에 의한 층간분

랴바닥판의 파괴형태, 하중-변위관계, 하중-변형률관

리현상(delamination)을 막기 위해 신축성이 우수한

계 및 파괴하중을 위한 3점 휨시험을 실시하였다. 그

비닐 에스터의 수지를 사용하였다.

림 2는 정적 휨시험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으며, 하이
브리드교량바닥판에 변형률 게이지 및 처짐계를 그림

UFL

25.0 6.5

3과 같이 설치하고 사용(설계) 및 극한하중을 단계적

Grid
5.6
25.0
4.0

CFL + Bonding layer

Bonding layer + LFL
4.8

으로 재하하여 실시하였다.

4.5

116

Steel Tube

4@125 = 500

4.8

4.5
4.8

Fig. 1 하이브리드 GFRP-강재 바닥판 단면도
(단위: mm)

Table 1 사용 재료의 재료적 성질
 (GPa)  (GPa)
사용재료
유리 섬유
72.50
27.60
폴리에스터 수지 3.38
1.38
비닐 에스터 수지 3.91
1.43



 (  )

0.22
0.38
0.37

2.54
1.24
1.15

Fig. 2 정적 휨시험 모습

TR1

T1

TR3

Loading 0.23m

TR 4

0.58m

T2
TR 2

2.7m

(a) 바닥판 상면의 변형률 측정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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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는 하중-변위 관계를 사용하중과 극한하중하에
D1 BR1
D2

BR3

B1
B3
B2

서 나타낸 것이다.그림 5는 각각 바닥판의 상면과 하
D4

면에서의 하중-변형률 곡선을 보인다. 사용하중하에

0.75m

BR 4

서 상층면재(T1)에서 변형률 값은 -1006 με , 하층면

D3 BR 2

재(B1)에서 변형률값은 911 με 로서 모두 혀용 변형

2.7m

률 이내로 들어왔다. 최대내력에 도달하였음에도 불구
하고 하중의 증감없이 변형만 지속하는 매우 안정적
(b) 바닥판 하면의 변위 및 변형률 측정위치

인 연성적 거동을 나타내었다. 특히 파괴하중에 근접
하면서 부분적으로 보강섬유가 파단되면서 하중이 감

Fig. 3 처짐 및 변형률 측정위치

소되는 현상을 볼 수 있었다.

3. 실험결과 및 분석
바닥판이 파괴될 때까지 선형적인 거동을 보였다. 최
대 재하하중은 63.25 ton이며, 이때 처짐은 92.3mm
였다. 또한 사용하중 하에서 처짐은 5.65mm로서
AASHTO LRFD 시방서의 허용처짐 6.35mm 에 비교
하여

안전측에

들어

왔다.

한편

유한요소해석

(ANSYS) 값은 4.29mm로 계산되었다. 본 하이브리드
바닥판의 휨강성은 16.7 KN/mm 으로 계산되었다.

(a) 바닥판 상면에서 하중-변형률 곡선

(a) 사용하중하에서 하중-변위 곡선
(b) 바닥판 하면에서 하중-변형률 곡선
Fig. 5 하중-변형률 곡선

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개발된 하이브리드 GFRP-강재를 갖는
복합샌드위치 교량바닥판의 구조적 거동특성을 조사
하기 위해 정적하중의 실험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각각의 구성재료의 강도 및 재료적 특성을 활용한
하이브리드 심재를 갖는 복합샌드위치 바닥판의 사용

(b) 극한 하중하에서 하중-변위 곡선

이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 4 하중-변위 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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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복합샌드위치 교량바닥판의 두께를 동일한 휨강성
을 갖는 완전 GFRP 교량바닥판과 비교하였을때 초대
19%까지 줄일 수 있었다.
3) 복합샌드위치바닥판의 파괴형태는 완전 GFRP 바
닥판과 비교하였을 때 우수한 강재심재의 항복강성으
로 인한 안정적인 연성적인 거동을 나타 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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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격하중을 받는 FRP 시트 보강 콘크리트의 파괴 거동
Failure Behaviors of FRP Sheet Retrofitted Concrete Members
Subjected to Impact Loadings
민 경 환* · 류 두 열** · 이 진 영*** · 김 미 혜**** · 윤 영 수*****
Min, Kyung-Hwan · Yoo, Doo-Youl · Lee, Jin-Young · Kim, Mi-Hye · Yoon, Young-Soo
ABSTRACT
The fiber reinforced polymer (FRP) strengthening is significantly effective for enhancing the performances of concrete to
the high strain rate loadings. However, the FRP retrofitted concrete members show different behaviors comparing to
quasi-static cases. This study presents experimental observation on behaviors of meso-scale concrete members retrofitted
with FRP sheets under low-velocity drop-weight impact loadings. Concrete specimens with the dimensions of 100×100×400
mm were fabricated and various FRP sheets were attached. The specimens with a reinforced bottom surface and the
doubly reinforced specimens showed much higher energy absorptions. Also, reinforced concrete (RC) members were cast
and reinforced with CFRP sheets. The FRP flexural and shear strengthening RC beams has weakness in the spalling
failure because the impact load concentrated the concrete face which is not strengthened with FRP sheets.
한 시편은 1회 타격으로 파괴되지 않았고, 2회의 타격에 의
한 최종 파괴는 시편의 종방향으로 발생하였다.

1. 서 론
최근에는 외부에서 가해지는 충격 하중이나 폭발, 강한 화재에
대해 저항하는 성능이 건설 구조물에 요구되고 있다.
FRP(fiber reinforced polymer)는 콘크리트 구조물의 보수·
보강에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으며, 높은 변형 속도의 하중에
대해서 다양한 장점이 발견되면서 이 부분에 적용하고자 하는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FRP 시트로
보강한 콘크리트 시편과 RC (reinforced concrete) 부재에
저속(low velocity) 충격하중을 가하는 실험을 통해서 그 거동
을 보고자 하였다.

Table 1 콘크리트 시편의 충격하중 실험 결과
Specimen

NC
Bottom strengthening
GFRP-CS-PE
62.51
GFRP-WR-PE
65.66
GFRP-UD-PE
45.69
GFRP-CS-EPX
67.99
GFRP-WR-EPX
63.84
GFRP-UD-EPX
70.30
st nd
CFRP: 1 /2 blow 63.37/73.34
AFRP
66.48
Center U-strip
GFRP-CS-EPX
67.69
GFRP-UD-EPX
60.29
CFRP
58.94
AFRP
66.14
Doubly reinforced
72.76
GFRP-CS-EPX
65.26
GFRP-UD-EPX
66.17
CFRP st nd
AFRP: 1 /2 blow 71.59/50.02

2. FRP 시트 보강 콘크리트 시편의 휨 거동
본 실험에서는 3종의 섬유(E-glass, 고강도 탄소, 아라
미드)와 2종의 레진(에폭시(EPX), 폴리에스테르(PE))이 사
용되었다. 유리섬유는 3종류의 시트(chopped strand (CS),
woven roving(WR), unidirectional(UD))로 제작하였다.
FRP 보강은 압축강도 30MPa의 콘크리트 시험체의 하면을
보강하는 방법과 중앙부에 U형 스트립으로 보강하는 방법,
그리고 이 두 가지 방법을 동시에 사용하는 방법(하부+U
형)을 적용하였다. 충격하중 실험은 1000J 용량의 낙하식
충격하중 실험기를 사용하였고, 시편의 중앙부에 33.62kg
의 추를 0.7m 높이에서 낙하하여 하중을 가력하였다.
Table 1과 같이 충분하게 보강하지 않은, 즉 폴리에스테
르로 U형 스트립 보강한 시험체의 경우, 무근 콘크리트에 비
해 높은 하중이 측정되지만 처짐과 인성의 증가가 크지 않
다. 하지만 FRP 보강은 대부분의 경우에 에너지 소산 능력을
크게 향상시켜 주며 측정된 최대 하중과 전체 에너지는 각각
45%와 300%까지의 증가를 보였다. 또한 CFRP와 AFRP로 보강
*
**
***
****
*****

고려대학교
고려대학교
고려대학교
고려대학교
고려대학교

건축사회환경공학부
건축사회환경공학부
건축사회환경공학부
건축사회환경공학부
건축사회환경공학부

Maximum
load (kN)
49.04

Defl. at max. Total energy
load (mm)
(J)
1.98
140.72
2.76
2.86
–
2.68
2.00
5.14
4.16/6.32
4.23

199.10
192.81
–
241.17
391.49
308.88
535.03/377.95
400.80

4.10
2.53
3.31
2.99

241.94
168.48
186.98
187.21

4.63
2.81
2.78
9.23/6.89

283.48
576.13
362.57
524.54/208.77

Fig. 1 콘크리트 시편의 파괴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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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FRP 시트 보강 RC 보의 충격저항 거동
RC 부재는 290×160×2,200mm 크기로 제작하였고, CFRP
시트로 보강하였다. 실험 변수는 Table 2와 같고, 3점 재
하의 낙하식 충격하중 실험을 실시하였다. 150kg 무게의
추에 의해 1회 타격 당 부재에 가해지는 충격에너지는 약
2.5kJ의 용량이며, 추가 부재에 충격을 가할 때의 낙하
속도는 약 6m/s이다.

립 사이의 콘크리트에 집중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예상된
다. 즉 균열제어 및 충격 저항성능 향상을 위해 CFRP 시
트로 전단보강을 할 경우, 충격하중이 CFRP 보강 사이의
콘크리트에 작용했을 때 오히려 보강을 하지 않은 경우보
다 스폴링 파괴에 취약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충격
하중이 작용할 수 있는 지점에 대한 충분한 고려를 한 이
후 전단보강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Table 2 실험 변수

4. 결 론

Variables
Shear
reinforcement
FRP

1. FRP로 보강한 콘크리트 시험체는 충격하중에서 파괴
시까지 큰 변형을 발생하여 높은 에너지 소산 능력을
발휘하였다. CFRP와 AFRP로 보강한 콘크리트 시편은 매
우 높은 충격저항 성능을 보였고, 하면 및 U형 스트립
으로 이중 보강한 시편은 콘크리트가 종방향으로 균열
이 진전되면서 파괴되었다.
2. CFRP 시트를 이용하여 휨 보강을 한 RC 부재의 경우
shear plug 균열 자체에는 큰 영향을 보이지는 않았으
며, U형 스트립으로 전단보강을 할 경우 뚜렷한 shear
plug 균열이 발생하지 않았다.
3. 반복적인 충격하중이 작용함에 따라 RC 부재 상부에서
스폴링 파괴가 확장되어 부재가 파괴되었다. CFRP 시트
로 전단보강할 경우 타격 부위에 응력이 집중되면서,
보강하지 않은 RC보에 비하여 조기에 스폴링 파괴가 발
생하여,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Details
Notation
Without shear reinforcement
NC
With shear reinforcement
NCS
Not retrofitted
NF
Flexural retrofitted with CFRP
CF
Flexural and shear retrofitted
CFS
with CFRP

Fig. 2와 같이 모든 부재에서 첫 타격에 의해 shear
plug 균열이 발생하였으며 낙하 단계가 진행될수록 shear
plug 균열 폭이 다른 균열들에 비하여 크게 증가하였다.
전단철근을 설치하지 않은 시험체는 3회 타격에서 사인장
균열이 크게 확장되어 파괴되었다. U형 스트립으로 전단
보강한 시험체는 실험 종료 후 CFRP 시트를 제거하여 본
결과 CFRP로 보강된 부위에서는 뚜렷한 shear plug 균열
이 발생하지 않았다. 즉 NCS-CFS 부재에서는 CFRP 시트로
보강한 부분 밖에서 균열이 확장되었다.
또한 실험이 진행되면서 하부에서 발생한 휨 균열로부
터 콘크리트와 시트의 부분적인 박리 파괴가 일어나게 되
며 중앙에서부터 지지부로 CFRP 박리가 진행이 되었다.
이는 충격하중 시 FRP로 외부 보강된 부재에서 발생하는
여러 파괴모드 중 콘크리트와 시트의 박리파괴가 가장 크
게 나타남을 의미한다. 휨과 전단보강한 부재의 경우 U형
스트립(전단보강)이 휨보강된 CFRP를 감싸게 되어 중앙에
서 진행된 균열이 더 이상 단부로 진행되지 않았다.
실험이 진행되면서 일반콘크리트를 사용한 경우 부재
가 어느 정도 손상된 3차 타격 단계부터 콘크리트 스폴링
(spalling) 파괴가 발생하였다. 반면 CFRP 시트를 이용하
여 shear plug 균열 발생 부분을 보강한 경우(NS-CFS)에
는 첫 회 타격에서부터 콘크리트 스폴링 파괴가 일어났
다. 이는 낙하된 추의 충격하중에 의한 응력이 U형 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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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NC-NF crack development

(b) NCS-NF crack development

(c) NCS-CF crack development

(d) NCS-CFS crack development
Fig. 2 RC 부재의 균열 및 파괴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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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C 패널 커튼월용 부품 Primary Anchor의 비선형 유한요소 해석
A Nonlinear Finite Element Analysis of Primary Anchor Unit
for ALC Panel Curtain-wall
윤 명 호* · 유 창 현**
Yoon, Myung-Ho · Ryu, Chang-Hyun
ABSTRACT
This study aims at grasping the structural performances of primary anchor assemblage through a nonlinear finite element
analysis. Primary anchor unit may be used as one of the connection devices between ALC panel curtain-wall and RC
slab or main frame of a building.
From the analytical results structural characteristics such as yield strength, initial stiffness and maximum strength are
obtained and compared with test results.
Key word : Primary anchor, Finite element analysis, ALC panel curtain-wall
인발력을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므로 완전 온둘레
용접을 하여 완전한 제품을 구현한다. 또한 채널 내부에
는 콘크리트의 반죽이 침투하는 것을 방지해 주는 충전재
(Form Filler)가 들어있고, T-Head Bolt는 채널의 리브에
정확히 안착되어 채널의 인발하중을 극대화 해주는 역할
과 동시에 기타 필요한 철물들을 고정하는 역할을 한
다.(Fig. 1)

1. 서 론
국내 고층빌딩의 외벽은 인력절감이 가능한 커튼월 채
용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중 PC 패널형은 패널에
단열재, 창틀, 타일 등이 일체로 공장 생산할 수 있으므
로 고품질 커튼월이 가능하고 화재시 내화성이 우수하다
는 장점이 있지만, 단점으로는 고층건물에 적용할 경우
하중 부담이 매우 커서 금속제 패널로 대체하고 있다.
PC 패널을 ALC 재료로 대체할 경우 특장점은 내화 및
단열성능이 우수하고 커튼월을 경량화할 수 있고, 고층의
하중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하지만, ALC를 커튼월 부재
로 대체할 경우에는 고층 건물에서의 지진력이나 풍압은
ALC의 저강도 및 취성으로 사용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단
점이 있다. ALC의 저강도 및 취성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
은 ALC 재료의 고강도화 및 보강하는 방법이 있지만, ALC
의 고강도화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구체와 ALC를 고정시키
는 앵커 유니트부에서 풍압에 의한 ALC의 취성, 하중 및
변형을 완화 시켜 보강하는 형태가 필요하다.
건물이 고층화됨에 따라 매립 C형강 Unit의 역할이 가
장 중요하나, 현재까지는 매립 C형강 Unit의 역학적 성능
에 대한 검증이 없는 상태이다.
따라서 매립 C형강 Unit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하여, C
형강 Unit 만의 역학적 성능과 콘크리트 슬래브 에 매립
된 상황에서의 구조성능 파악을 목적으로 비선형 유한요
소 해석을 하고 그 결과를 비교분석 하였다.

Fig. 1 Channel 과 T-Head Bolt
2.2 재료 물성
Primary Anchor Unit의 부품별 재료물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강재에 대해서는 KS B 0801(금속 재료 인장 시험
편), KS B 0802(금속 재료 인장 시험 방법)에 의거하여
재료시험을 하였으며, 콘크리트에 대해서는 KS F 2405(콘
크리트의 압축 강도 시험 방법), KS F 2423(콘크리트의
쪼갬 인장 강도 시험 방법)에 의거하여 재료시험을 하고
그 결과를 Table 1~2에 나타낸다.(Fig.2)
모델 물성치(Material Property)는 Channel과 T-Bolt는
5
영계수(Young's Modulus) 2.05×10 N/mm2, 프아송비
(Poisson's ratio)는 0.3으로 입력하였다. Concrete는 영
계수 2.05×104N/mm2, 프아송비 0.15으로 입력하였다.

2. 본 론
2.1 Primary Anchor의 형상 및 명칭
Primary Anchor는 C-Channel, Anchor Bolt, T-Head
Bolt로 구성되어 있다. Channel에는 Anchor Bolt가 용접
된다. Anchor Bolt는 콘크리트 속에 매립되어 콘크리트의

* 정회원․ 공주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공학박사, 건축구조기술사, E-mail: mhyoon@kongju.ac.kr - 교신저자
** 학생회원․ 공주대학교 건축공학과 석사과정, E-mail: rchlove@nate.com - 발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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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로만 움직이도록 한 점에 Rigid Link 시켰다.
Contact 조건으로는 Primary Anchor와 Concrete,
Primary Anchor와 T-Bolt 닿는 부분을 마찰계수(Coulomb
Friction) 0.2로 하여 3-D Contact pair 모델링 하였다.
격자밀도(Mesh Density)는 3mm, 30mm, 100mm간격으로
Mesh를 구성하였다. 3-D Solid Elements로 형성하여 해석
을 진행하였다. 응력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은
Mesh 사이즈를 좀 더 작게 구성하였다.
컴퓨터 모델링을 한 모습은 Fig 3(SC 시리즈), Fig
4(CC 시리즈)에 나타내었다.

Fig. 2 콘크리트 압축, 인장강도 시험
Table 1 콘크리트 압축강도
공시체번호
압축-1

최대 하중 압축 강도
(kN)
(MPa)
218.70

27.85

압축강도 계산식



  

 
압축-2
212.07
27.00

=압축강도
압축-3
220.01
28.01
=공시체의 지름
* 시험은 KS F 2405에 준하여 하였음 *

 

Table 2 콘크리트 인장강도
공시체번호

최대 하중 인장 강도
(kN)
(MPa)

Fig. 3 SC 시리즈 모델링

인장강도 계산식


  

 =인장강도
인장-2
85.40
2.72
=공시체의 지름
인장-3
77.40
2.46
=공시체의 길이
* 시험은 KS F 2423에 준하여 하였음 *

인장-1

89.10

2.84

2.3 Primary Anchor에 대한 유한요소 해석(F.E.A.)
1) 해석 프로그램 개요
해석 모델링의 방법으로는 Primary Anchor 상세도 치
수를 입력하여 모델링을 하였으며, 해석 프로그램으로는
ADINA Ver.8.6.2를 사용하였다.
ADINA 프로그램은 Solid(2D, 3D)의 정적 또는 동적해
석이 가능하며, 선형 및 재료 비선형, 기하 비선형, 접촉
문제 등의 비선형 해석이 가능한 프로그램이다.

Fig. 4 CC 시리즈 모델링
3) 하중조건
하중조건은 변위제어로 하여 Z방향으로 작용시켰다.

2) 해석 모델링
기존의 Primary Anchor에 대한 유한요소해석(F.E.A.)을
통해 구조성능을 판단한다.
해석모델은 크게 두 가지(SC 및 CC 시리즈)로 나누었
다. Channel Unit만을 해석하는 SC 시리즈와 Channel
Unit이 콘크리트 슬래브에 매립된 상황에서 해석하는 CC
시리즈로 나누었다.
Primary Anchor의 모델링은 AutoCAD에서 3-D Solid 형
식으로 모델링한 후에 IGES(The Initial Graphics
Exchange Specification)파일로 Export한 후에 ADINA AUI
에서 Import하여 모델을 생성 하였다.
경계조건(Boundary Condition)으로는 SC시리즈는 앵커
볼트 하단부에 모든 방향에 대해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을
시켜주었고, CC시리즈는 콘크리트 상부 좌우 연단부를 단
순 지지하였다. 해석 시에 당겨질 T-Bolt는 상하(Z축 방

4) 해석 변수
- SC 시리즈 - Channel

해석변수

C=4025, 5430 (2 종류)
em=75, 125, 175mm (3 종류)
Fig. 5 SC 시리즈 해석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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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C 시리즈 - Channel + Conc' slab

Fig. 8 매립 C형강 Unit의 유한요소해석 결과
( CC-4025-125의 응력분포 )

해석변수

-    그래프

C=4025, 5430 (2 종류)
em=75, 125, 175mm (3 종류)
Fig. 6 CC 시리즈 해석 변수

Table 3 해석 모델 리스트
해석모델
SC-4025-75
SC-4025-125
SC SC-4025-175
시리즈 SC-5430-75
SC-5430-125
SC-5430-175
CC-4025-75
CC-4025-125
CC CC-4025-175
시리즈 CC-5430-75
CC-5430-125
CC-5430-175

모델명 보는 법

2.4 해석 결과 및 비교분석

Fig. 9 SC 시리즈의    그래프

1) 해석 결과
유한 요소 해석결과 응력분포(Fig.7, Fig.8)는 T-Bolt
의 위치에 집중되었다.
   그래프는 Fig.9, Fig.10에 나타내었고, 해석결
과를 정리하여 Table 4, Table 5에 나타내었다.

Fig. 7 Channel Unit의 유한요소해석 결과
( SC-5430-175의 응력분포 )

Fig. 10 CC 시리즈의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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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석모델의 적합성 :
매립 C형강 Unit의 3D Solid 요소 모델링 및 Mesh 사이
즈는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 해석 결과
Table 4 SC 시리즈 해석결과
Ke
Py ∆y
Pmax ∆pmax Pmax ∆pmax 비
[kN/
[kN] [mm]
[kN] [mm] /Py /∆y 고
mm]
SC-4025-75 50.7 1.9 27.4 74.8 5.9 1.5 3.2
SC-4025-125 53.7 1.9 29.0 86.8 8.5 1.6 4.6
SC-4025-175 48.3 1.9 25.0 88.9 14.1 1.8 7.3
SC-5430-75 58.5 1.4 43.0 131.4 20.3 2.2 14.9
SC-5430-125 69.0 1.3 54.0 145.0 17.5 2.1 13.7
SC-5430-175 60.0 1.3 48.0 146.6 23.8 2.4 19.0
모델명

- 매립 C형강 Unit의 응력(Stress) 분포 형태 :
하중 편심위치에 따른 응력도 분포 패턴(Stress
contour map)은 실제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 매립 C형강 Unit의 변위(Displacement) 분포 형태 :
하중 편심위치에 따른 변위 분포 패턴(Displacement
contour map)은 양호하게 나타났다.

Table 5 CC 시리즈 해석결과
Ke
Py ∆y
Pmax ∆pmax Pmax ∆pmax 비
[kN/
[kN] [mm]
[kN] [mm] /Py /∆y 고
mm]
CC-4025-75 45.0 1.0 45.0 58.7 2.0 1.3 2.0
CC-4025-125 49.5 1.1 45.0 69.7 3.6 1.4 3.3
CC-4025-175 51.0 1.2 42.0 66.5 2.6 1.3 2.1
CC-5430-75 48.0 1.0 48.0 50.3 1.2 1.0 1.2
CC-5430-125 75.0 1.8 42.0 111.3 4.6 1.5 2.6
CC-5430-175 72.8 1.9 38.0 106.5 4.6 1.5 2.4

- Slab의 응력도 및 변위 분포 형태 :
Slab의 응력도 및 변위 분포는 주로 T-Bolt 주위에 집
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델명

매립 C형강 Unit의 해석 시에는 콘크리트내의 매립된
Channel의 변화에 따른 콘크리트 Mesh의 파괴로 최대내력
이후 거동까지 추적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2) 비교 분석
해석결과 CC-5430-75 모델은 최대내력 이후 거동까

감사의 글

지 해석을 진행하지 못하여 정확한 결과 값을 얻지 못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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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복 강도
SC-4025 시리즈는 48.3~53.7kN, SC-5430 시리즈는
58.5~69kN으로 분포 하였으며, CC-4025 시리즈는
45~51kN, CC-5430 시리즈는 72.8~75kN으로 분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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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 내력
SC-4025 시리즈는 74.8~88.9kN, SC-5430 시리즈는
131.4~146.6kN으로 분포하였으며, CC-4025 시리즈는
58.7~69.7kN, CC-5430 시리즈는 106.5~111.3kN으로 분포
하였다.
- 항복강도에 대한 비( max )
SC-4025 시리즈 1.5~1.8, SC-5430 시리즈 2.1~2.4로 나
타났고, CC-4025 시리즈 1.3~1.4, CC-5430 시리즈 1.5로
나타났다.
- 소성변형능력의 평가
평가지표로서 항복변위( )에 대한 최대내력시의 변위
( )의 비는 SC-4025 시리즈는 1.9, SC-5430 시리즈
는 1.3~1.4로 나타났고, CC-4025 시리즈는 1.0~1.2,
CC-5430 시리즈는 1.8~1.9로 나타났다

3. 결 론
매립 C형강 Unit에 대한 구조성능 파악을 위한 유한요
소해석(F.E.A.)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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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크리트 충전강관 기둥의 폭두께비 제한에 관한 연구
Limitation on width-to-thickness ratio for concrete filled tube columns
최 영 환* · 정 원 제** · 원 용 안*** 최 성 모****
Choi, Young-Hwan · Jung, Won-Je · Won, Yong-An · Choi, Sung-Mo
ABSTRACT
The concrete filled steel tube (CFT) that shows an excellent performance can be more economically used when the steel
tube has a large width-to-thickness ratio. However, national codes such as KBC or AISC limits the use of a plate with
a large width-to-thickness ratio, resulting in exclusion of possibility of more effective use of CF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move the limitations by applying the concept of effective area which can consider local buckling and
post-buckling strength. As a starting point, the effective area concept used in pure hollow steel sections in the current
codes are applied to composite CFT columns and the results indicates that the limitations can be successfully removed.

1. 서 론

2. 본론

콘크리트 충전 강관 (Concrete Filled Tube: CFT) 구조
는 강관 (steel tube) 내부에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두 가
지의 건설재료가 하나의 구조체로서 작용되도록 한 합성
구조 시스템으로 일반적으로 기둥으로 사용된다. CFT는
구조, 시공, 계획 등 건축 전반적인 측면에서 다른 구조
시스템에 비해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어 최근 수 십년 동
안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각광을 받은 구조 시스템중의
하나이다. 특히 일본에서는 제 4세대 재료(the 4th
generation material)라 하여 20여년 전부터 방대한 양의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초창기에는 구조적 우수성 (구속
효과, 좌굴지연 등) 에 대한 실험적 입증과1) 접합부2)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일본의 고베 및 미국의
Northridge 지진 이후 내진성능3)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졌
4)
으며 미국의 911 테러 이후에는 내화 성능 에 관한 연구
도 이루어졌다.
한편, 건설 재료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일환으
로 800MPa 이상의 인장강도를 갖는 고강도 강재가 국내에
서도 개발이 되었다. 이러한 고강도 강재의 개발은 폭두
께비가 큰 (얇은 판) 강재의 사용이 활성화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반면 국내의 건축기준(이하 KBC5))과 이의 모태
가 되고 있는 미국 강구조학회의 설계 매뉴얼(이하
6)
AISC )에서는 CFT로 사용할 수 있는 강재의 폭두께비에
제한을 두고 있어 많은 장점이 있는 구조 시스템의 사용
에 장벽을 두고 있어 현재의 연구 개발 추세를 제대로 반
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건설 재료의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CFT 시스템을 보다 더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자 하는 연구의 일환으로 기존 국내외 규정에서 제한하고
있는 CFT의 폭두께비 제한에 대한 장벽을 제거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
**
***
****

2.1 현재 기준 (KBC, AISC) 의 설계방법
KBC와 AISC에서는 CFT를 사용할 때 식 (1)과 같이 강
재의 폭두께비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다. 반면, 콘크리트
를 타설하지 않은 순수강관을 사용하였을 때는 KBC와
AISC 모두 CFT와는 다른 접근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균
일 압축을 받는 경우 세장판 단면의 한계 폭두께비( )를
식 (2)로 제안하고 있고 (참고: 식 (1)이 식 (2)보다 더
큰 이유는 CFT가 가지고 있는 장점중의 하나인 국부좌굴
지연이라는 측면을 고려하여 제시된 것이다) 만일 사용하
고자 하는 특정 단면이 식 (2)보다 더 큰 세장판 단면을
사용한 경우 식 (3)으로부터 유효폭을 계산하고 이 유효
폭을 이용하여 식 (4)에 있는 감소계수를 계산하여 압축
부재의 최종 강도를 계산한다.
 ≤ 


(1)


 : 

 

      

 



  

(2)

 
≤

 



(3)
(4)

즉, 비충전 순수 강관에 대해서는 어떠한 단면에 대해
서든 그 강도를 계산할 수가 있는 반면 CFT를 설계할 때
는 선언적인 판폭두께비식 (1)을 초과하는 부재에 대해서
는 강도를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제시되지 않고 있다.
식 (1)을 사용하여 건설 현장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SS400 강재와 SM490 강재의 공칭 항복강도(Fy)인 235MPa,
325MPa를 적용하면 한계폭두께비가 67과 57로 계산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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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다. 따라서, 폭두께비가 상기의 값을 넘어가는 단면을
사용한 CFT는 실제 설계에 적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험체 폭의 3.5배로 하였고 양 단부에는 단부에서의 하중
의 불균형으로 인한 국부좌굴을 방지하기 위해 두께 20
mm의 엔드플레이트와 9mm의 리브플레이트를 부착하였다.
Fig. 1은 가장 큰 폭두께비 시험체인 B/t = 100의 형상을
나타내고 있다. 강재는 SS 400이고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는 30MPa로 계획하였다. 현재 시험체 제작은 완료되었다.

2.2 유효단면적 개념 적용
본 연구에서는 순수 강관에만 적용되는 감소계수의 개
념을 CFT에 대해 확대 적용해보았다. 순수강관과 CFT의
강도계산 기법이 기본적인 개념은 비슷하지만 그 순서가
서로 상이하기 때문에 순수강관에서의 유효폭 개념만을
발췌하여 CFT에 적용해보았다. 즉, 식 (3)으로 CFT에서
강재의 유효폭(be)을 계산한 후 be/b로 감소계수 Q를 산정
하고 강재의 유효단면적 Ase를 계산한 후 최종적으로 식
(5)를 사용하여 부재의 단면강도를 구하였다.
(5)

    

본 연구에서는 아직 실험이 수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7)
기존의 문헌 에서 실험결과를 발췌하여 상기의 적용방법
을 검토하였고 그 결과를 Table 1에 나타내었다. Table 1
에서 Pu는 실험결과를 나타내고 P0는 상기의 방법을 적용
하여 구한 계산값이다. 표에서 알 수 있듯이 P0/Pu가
0.80~0.96의 범위에 있어 다소 보수적이긴 하지만 상기의
방법을 CFT에도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다만,
위의 방법이 다소 보수적으로 평가되는 이유는 식 (3)이
순수 강관에 대한 것이기 때문이며 이를 정확히 계산하기
위해서 보다 많은 실험 데이터가 필요하여 현재 실험을
계획하고 있다.

Fig 1. 시험체 형상 (B/t = 100)

감사의 글
이 논문은 2010년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기초연구사업 지원을 받아 수행된 것임
(2010-0009896).

참고 문헌
1. Knowles, R.B. and Park, R. (1969) Strength of
concrete filled steel tubular columns, Journal of
the Structural division, vol.95, No.ST12. pp.
2565-2587
2. Schneider, S.P. and Y.M. Alostaz. (1998)
Experimental
Behavior
of
Connections
to
Concrete-filled
Steel
Tubes,
Journal
of
Constructional Steel Research, vol.45, no.3, pp.
321-352.
3. Elremaily, A. and Azizinamini A. (2002) Behavior
and strength of circular concrete-filled tube
columns. Journal of Constructional Steel Research,
vol. 58, no. 12, pp. 1567-1591.
4. Wang, Y.C. (2000) A simple method for calculating
the fire resistance of concrete-filled CHS
columns. Journal of Constructional Steel Research,
vol. 54, no.3, pp. 365-386.
5. 대한건축학회(2009) 건축구조기준 및 해설 (KBC), 기
문당, 서울
6. AISC (2005) Steel construction manual. 13th ed.
Chicago, IL.
7. Liang, Q.Q. and Uy, B. (2000) Theoritical study on
the post-local buckling of steel plates in
concrete-filled box columns, Computers and
structures, vol. 75, pp. 479-490

Table 1. 실험값과 제안 방법의 비교
B

t

fc

Fy

b

mm mm MPa MPa mm

b/t

Pu
kN

Q

Ase
2

mm

P0 P0/Pu
kN

186 3

34 294 180 60 1555 0.70 1545 1380 0.89

246 3

41 292 240 80 3095 0.56 1621 2461 0.80

306 3

44 281 300 100 4003 0.47 1692 3841 0.96

306 3

47 281 300 100 4253 0.47 1692 4071 0.96

306 3

47 281 300 100 4495 0.47 1692 4071 0.91

306 3

47 281 300 100 4658 0.47 1692 4071 0.87

3. 실험 계획
본 논문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본적인 개념을 보다 더
자세히 검토하고 식 (3) 대신 CFT에 사용할 수 있는 식을
개발하기 위해서 강재의 폭두께비(b/t)를 변수로 실험을
계획하였다. 현행 기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한계폭두께비
가 SS400 강재의 경우 67이기 때문에 이보다 다소 작은
60부터 10씩 증가하여 100까지 다섯 가지의 시리즈를 계
획하였고 각 시리즈별로 세 개씩 테스트하여 데이터의 신
뢰성을 확보하도록 하였다. 또한 각 시리즈에 비충전 시
험체도 포함하여 각 시리즈별로 4개씩 총 20개의 시험체
를 제작하였다. 시험체 두께는 3.2mm로 일정하며 시험체
폭은 폭두께비에 따라서 변하게 된다. 시험체 길이는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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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C 기둥-플랫 플레이트 접합부 거동에 관한 실험적 연구
An Experimental Study on the Behavior
of SRC Column - Flat Plate Connection
윤 명 호* · 김 현 영** · 유 홍 식***
Yoon, Myung-Ho · Kim, Hyun-Yung · Ryu, Hong-Sik
ABSTRACT
The conventional RC flat plate slab system have many good features, which are design flexibilities, saving of story-height
and economy of construction etc. But the study of flat plate slab system for H-steel or SRC column have been rare
both at home and abroad. Main topics in this study is a new structural detail for connection between H-Steel or SRC
column and flat plate slab. The test for lateral performance of connection between H-Steel or SRC column and flat
plate slab was carried out. From the test results structural characteristics - yield moment, yield rotation, maximum
moment, deformation capabilities and so on - are obtained and evaluated.
Key words : Flat plate slab, H-steel column, SRC column, Lateral performance

1. 서 론

키로서 유공 듀벨을 기둥면에 용접하고 관통철근을 사용
하는 것이 핵심이다. 관통 철근은 기둥 외곽부를 지나기
때문에 기둥에 대해서는 손상이 전혀 없으며 Fig. 1에 나
타내었다. 전단 위험 단면 보강 및 지판 영역을 보강하기
위해 주열대에서 지판영역 보강 늑근을 Fig. 2에 배치하
였다. 실험에 사용된 실험체 일람은 Table 1에 나타내었
다.

철근 콘크리트구조에서 층고절감을 목적으로 해서 플랫슬
래브(Flat Slab) 또는 플랫플레이트슬래브(Flat Plate
Slab) 구조가 있으며, 이러한 구조를 보통은 무량판(無梁
板)구조라고 통칭하고 있다.
무량판은 공사비 절감이 가능하여 층고절감으로 실내
공간 활용도가 증대되며, 또한 일반 RC바닥에 비하여 바
닥이 두껍기 때문에 차음성능 및 내화성능이 우수하다.
철골, SRC기둥-RC무량판 구조시스템은 전단펀칭 보강에
대한 우려로 아직 국내외적으로 디테일이 제시된 바가 없
다. 철골기둥의 경우 일반 RC기둥에 비해 기둥의 사이즈
가 대폭 감소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 RC기둥-무량판 접합부의 내력과
동등하거나 또는 이를 상회하는 접합부 강성 및 강도를
지닌 동시에 뛰어난 시공성과 경제성을 갖는 SRC기둥-무
량판 접합부의 상세를 개발하고 실대 실험을 통해 구조
성능을 파악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한다.

Fig. 1 뚫림 전단 방지용 관통철근

2. 본 론

200

보강늑근 D10@130

2.1 실험체 계획
주요 실험변수는 RC기둥에 Flat Plate, H형강 기둥에
Flat Plate와 SRC기둥에서는 D1, D2 두 가지의 Flat
Plate가 있다. (D1,D2의 차이는 Fig.3 참조)
전단보강의 방법으로 뚫림 전단을 방지하기 위한 전단

Fig. 2 지판영역 보강 늑근

* 정회원․ 공주대학교 공과대학 건축학부 교수, E-mail: mhyoon@kongju.ac.kr - 교신저자
** 학생회원․ 공주대학교 공과대학 건축공학과 석사과정, E-mail: mf2vg@naver.com - 발표자
*** (재)Rist 강구조연구실 책임연구원, E-mail: rhs@rist.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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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실험 결과
1) 모멘트-회전각(M-θ)곡선

Fig. 3 D1과 D2의 차이점
Table 1 시험체 일람
No 시험체명

기둥 단면

1

RC 400x400

LRC

2

LH-D2

3

LSRC-D1

4

LSRC-D2

H-Steel
H-400x400x40x40
SRC
H-250x250x14x14
RC-400x400
SRC
H-250x250x14x14
RC-400x400

전단 보강
뚫림전단방지근
D=13mm,
L=2000mm
뚫림전단방지근
D=13mm,
L=2000mm
뚫림전단방지근
D=13mm,
L=2000mm

Fig. 6 LRC

2.2 가력 및 측정 방법
실험체 설치 상황은 Fig.4와 같고 중력하중은 기둥하
부에서 상향가력하고 횡 하중은 기둥상부에서 반복적으로
가력 한다.(Fig.5)

Fig. 7 LH-D2

Fig. 8 LSRC-D1

Fig. 4 실험체 세팅

Fig. 9 LSRC-D2
Fig. 5 가력방법

30

2) 골격 곡선(Skeleton Curve)비교

Table 4 H형강과 SRC기둥비교
실험
My
Ke
Mmax m ax  m ax
체명 [kN․m] [kN․m/rad] [kN․m] 
 

LH
-D2

LSRC
-D1

LSRC
-D2

Fig. 10 골격 곡선
2.4 실험 결과분석

Table 5 SRC의 D1,D2 비교

162
LSRC (1)
-D1 -141
(1)
187
LSRC (1.15)
-D2 -191
(1.35)

Table 2 주요 구조 특성치


실험 My
Ke
Mmax  m ax m ax  m ax
비고
[rad]
[rad]

체명 [kN․m]
[kN․m/rad] [kN․m]
 

×10-3
×10-2
150
7.6 19736.8
227
1.9
1.51 2.61 비교
LRC
-130 -6.8 -19117.6 -177 -1.4 1.36 2.06 실험체
253

12.3

20569.1

320

2.5

1.26

1.99

-235

-11

-20614.0

-300

-2.3

1.28

2.03

162

LSRC
-D1 -141

7.3

22191.8

289

2.6

1.78

3.56

-6.3 -22381.0

-252

-2.4

1.79

3.81

LSRC 187
-D2 -191

20326.1

269

2.4

1.44

2.61

-9.7 -19690.7

-260

-2.4

1.36

2.44

※

 max

9.2

253
320
1.26 1.99
(1)
(1)
(1)
(1)
20591.6
H-400x400x40x40
(1)
-235
-300 1.28 2.03
(1)
(1)
(1)
(1)
289
1.78 3.56
162
(0.64) 22286.4 (0.90) (1.41) (1.79) H-250x250x14x14
(1.08)
RC-400x400
-141
-252 1.79 3.81
(0.6)
(0.84) (1.4) (1.88)
269
1.44 2.61
187
(0.74) 20008.4 (0.84) (1.14) (1.31) H-250x250x14x14
(0.97)
RC-400x400
-191
-260 1.36 2.44
(0.81)
(0.86) (1.07) (1.21)

m ax
실험
My
Mmax
Ke
체명 [kN․m] [kN․m/rad] [kN․m] 


1) 주요구조 지표
실험결과 M-θ 관계 그래프로부터 항복모멘트, 항복회
전각, 최대 모멘트, 변형능력 등의 주요구조지표를 구하
여 Table 2와 같이 정리하였다.
그리고 Table 3에는 RC Flat Plate와의 비교를 하였으
며, H형강과 SRC 기둥비교는 Table 4, SRC의 D1,D2비교
는 Table 5에 각각 정리하였다.

LH
-D2

22286.4
(1)

20008.4
(0.89)

LRC

LH
-D2

LSRC
-D1

LSRC
-D2

150
(1)
-130
(1)
253
(1.68)
-235
(1.81)
162
(1.08)
-141
(1.08)
187
(1.25)
-191
(1.47)

Ke
[kN․m/rad]
19427.6
(1)

20591.6
(1.06)

22286.4
(1.15)

20008.4
(1.03)

m ax

Mmax
[kN․m]




 m ax



227
(1)
-177
(1)
320
(1.4)
-300
(1.69)
289
(1.27)
-252
(1.42)
269
(1.19)
-260
(1.47)

1.51
(1)
1.36
(1)
1.26
(0.84)
1.28
(0.94)
1.78
(1.18)
1.79
(1.31)
1.44
(0.95)
1.36
(0.99)

2.61
(1)
2.06
(1)
1.99
(0.76)
2.03
(0.98)
3.56
(1.37)
3.81
(1.85)
2.61
(1.00)
2.44
(1.19)



여 막대그래프로 나타내었다.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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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2) 구조성능 비교
LRC를 1로 두었을 때 LH-D2와 LSRC-D1, LSRC-D2 접합
부 My, Ke, Mmax,  max , Mmax/My,  max  의 비를 비교하

: 최대 내력시의 회전각

My
[kN․m]

 m ax



289
1.78
3.56
듀벨 위에
(1)
(1)
(1)
수평스피프너
-252
1.79
3.81
보강無
(1)
(1)
(1)
269
1.43
2.61
듀벨 위에
(0.93) (0.81) (0.73)
수평스티프너
-260
1.36
2.44
보강有
(1.03) (0.76) (0.64)

Table 3 RC Flat Plate와 비교
실험
체명

비고

Fig. 11

My 비교

Fig. 12

Ke 비교

3. 결 론

Fig. 13

H형강과 SRC기둥에 무량판 슬래브의 강판 듀벨 형식
의 접합부 시스템에 대한 횡력 실험 결과를 기존의 RC
기둥의 무량판 슬래브 시스템과 비교하였다.
항복강도(My)는 RC 기둥의 무량판 슬래브 시스템과
비교하여 H형강은 68~81%, SRC의 D1 Type은 8%이상 D2
Type은 25~47%이상 증가되었다.
초기강도(Ke)는 H형강은 6%, SRC의 D1 Type은 15%,
D2 Type은 3% 이상 증가되었다.
최대내력(Mmax)는 H형강은 40~69%, SRC의 D1 Type은
27~42%, D2 Type은 19~47% 이상 증가되었다.
최대회전각(  max )은 H형강은 24~65%, SRC의 D1 Type
은 31~71%, D2 Type은 21~69% 이상 증가되었다.
항복 후 내력 상승률(Mmax/My)은 H형강은 6~16% 감소
하였고, SRC의 D1 Type은 18~31% 상승하였으며, D2
Type은 1~5% 감소하였다.
변형능력 (  max  ) H형강은 1~24% 감소하였고, SRC
의 D1 Type은 37~85%, D2 Type은 19% 이상 증가되었
다.
실험결과로부터 제안하는 접합부 시스템은 강성, 강
도, 변형능력 등에서 우수하므로 현장 적용이 가능하
다.

Mmax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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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P-철근콘크리트 합성말뚝의 휨거동
Flexural Behavior of FRP-Reinforced Concrete Composite Pile
박 준 석* · 주 형 중**
· 남 정 훈*** · 윤 순 종****
Park, Joon-Seok · Joo, Hyung-Joong · Nam, Jeong-Hun · Yoon, Soon-Jong
ABSTRACT
Concrete filled FRP tubes (CFFT) and reinforced concrete filled FRP tubes (RCFFT) are known to have the capability to
enhance structural performance in terms of structural stability, ductility, as well as chemical resistance when compared
with conventional concrete members. In this study, we evaluate the structural performance of the CFFT and the RCFFT
through flexural tests for the purpose of applying the members as flexural ones. The degree of improvement on the
flexural performance of the RCFFT member strengthened by the FRP was analyzed from the flexural tests.

1. 서론
Table 1 휨실험체의 종류 및 특징
횡방향
직경 높이 FRP두께 
주철근
철근
( ) ( ) ( ) ( ) (H19)
(H13)
FRP-1
300
2.50
40
100mm
FRP-2
300
1.25
40
100mm
FRP-3
300
2.50
40
300mm
1.5
6개
RC-1
350
40
100mm
RC-2
350
27
100mm
RC-3
350
40
100mm

최근 건설분야에서 재료적 장점을 활용하여 적용되고
있는 FRP는 화학적 저항성이 우수하여 기존 건설재료의
대체재로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되고 있다. CFFT(Concrete
Filled FRP Tube)는 콘크리트 부재의 외부를 FRP로 보강
한 합성부재로서 압축재로 사용될 경우 심부 콘크리트를
구속하여 압축성능을 향상시키고 외부 유해환경으로부터
콘크리트를 보호하므로 수분의 침투 및 콘크리트 열화의
가능성을 감소시키며, 충격에너지 흡수능력, 내진성능 등
이 향상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CFFT에 대한
연구는 이미 여러 연구자들에 다양하게 수행된 바 있다.
그러나 기존연구자들에 의해 수행된 연구는 대부분 FRP에
의한 구속효과에 대한 구조적 거동을 연구하고 있어 실제
현장에 적용하기까지는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특
히, 교량 등의 구조물에서 사용되고 있는 압축재는 압축
과 함께 휨하중에 대해 효과적으로 저항해야 하므로 휨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해야 할 것이다. 휨에 대한 보강방법
으로는 현재 FRP Re-bar를 사용하는 방법, 펄트루젼 FRP
Rib를 사용하는 방법 등이 거론되고 있으나 아직 연구초
기단계에 머무르고 있으며, 최근 외부를 FRP로 보강하고
내부 휨보강은 철근을 통해 보강하는 방법이 현장에 적용
된바 있다(박, 2010).
이 연구에서는 철근콘크리트 압축부재를 FRP로 외부
보강한 RCFFT의 설계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기존 실험적 연구를 조사하여 AISC 360 (2005)에서 제시
하고 있는 콘크리트 충전 강관구조의 휨강성 결정방법으
로부터 RCFFT의 휨강성을 추정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
였다.

구분

3.

준정적 휨실험

박(2010)의 RCFFT 부재의 휨성능 평가 실험은 준정적
휨실험으로 수행하였으며, 실제 휨 거동을 반영할 수 있
도록 일정한 크기의 수직방향 축방향 하중을 재하한 상태
에서 수평하중을 재하하였다. 축방향 하중은 3,500 kN 용
량의 하중재하장치(Actuator)를 사용하여 이동하중과 사
하중에 해당하는 711.7 kN의 하중을 재하하였다. 수평방
향 하중재하는 실험체의 최 외각 횡방향 철근이 항복하는
변위를 기준으로 항복변위만큼 하중을 증가시키며 1cycle
씩 실험을 하였다. 준정적 휨실험의 결과와 하중-변위 이
력곡선은 Fig. 1에 나타내었다.

2. RCFFT의 구성 및 특징
이 연구에서는 RCFFT의 휨거동을 파악하기 위해 기존
의 연구자(박, 2010)의 준정적 휨실험을 조사하였다. 박
이 연구한 RCFFT의 준정적 휨실험의 실험체의 종류 및 특
징은 Table 1에 나타내었다.
*
**
***
****

정회원․
정회원․
정회원․
정회원․

홍익대학교
홍익대학교
홍익대학교
홍익대학교

토목공학과
토목공학과
토목공학과
토목공학과

Fig. 1 실험체 파괴모양 및 하중-변위 이력곡선
RCFFT에 대한 휨거동에 대해 FRP로 보강된 실험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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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4)에 의해 예측된 유효휨강성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준정적 휨실험 결과와 비교하였다.
FIg. 2는 횡방항 하중에 의한 RCFFT의 처짐을 나타낸
것으로 이 연구에서는 식 (3), (4)를 통해 계산한 유효휨
강성을 식 (5)에 대입하여 계산한 처짐과 비교하여 FIg.
3에 나타내었다.

RC실험체를 비교하기 위해 각 실험체별로 하중-변위관계
를 Fig. 2에 나타내었다.

 

  


(5)

Fig. 2 결과비교

4. RCFFT의 휨거동 예측
RCFFT에 대한 횡방향 하중에 대한 거동을 예측할 경우
휨에 대한 강성이 필요하며, 이 연구에서는 박(2010)이
연구한 준정적 휨실험으로부터 측정된 하중-변위 관계 및
AISC에서 제안하고 있는 충전된 콘크리트 강관구조의 휨
강성 결정방법으로부터 RCFFT에 대한 휨강성을 추정하였
다.
AISC 360, Specification for Structural Steel
Building (2005) 설계규준에서는 강관에 콘크리트를 충전
한 합성부재에 대한 유효휨강성(effect stiffness)을 식
(1)로 결정하도록 제안하고 있다.

Fig. 3 RCFFT의 휨강성 비교
식 (3), (4)의 휨강성을 적용하여 계산한 결과 FIg. 3
에 나타낸 바와 같이 철근콘크리트와 FRP 원통관이 일체
로 거동하는 탄성한계내에서는 휨실험 결과와 유사한 하
중-변위 관계가 예측되었다. 따라서, 탄성한계에서 휨강
성은 식 (3), (4)를 통해 효과적으로 결정할 수 있을 것
이라 판단된다.

(1)

       

5. 결론

식 (1)에서  , 는 각각 강재와 콘크리트의 탄성계
수이고,  ,  은 각각 강관, 철근의 단면2차모멘트이며,

이 연구에서는 RCFFT의 준정적 실험 및 기존의 AISC에
서 제안하고 있는 콘크리트 충전 강관의 휨강성 예측식을
조사, 분석하였고, RCFFT의 유효휨강성을 기존 AISC에서
CFT에 적용하고 있는 경험식을 수정하여 제안하였고, 제
안된 식의 타당성을 휨실험 결과와 비교하여 검증하였다.
그 결과 수정된 RCFFT의 휨강성 예측식은 효율적이라 판
단된다.

  , 는 각각 감소계수, 콘크리트 단면의 단면2차모멘트
이다. 식 (1)에서   는 식 (2)에 의해 결정된다.


       ≤ 
  





(2)

이 연구에서는 콘크리트 충전 강관구조에서 적용하고
있는 유효휨강성식을 RCFFT에 적용시키기 위해 식 (1)과
(2)를 식 (3)과 (4)와 같이 수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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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3)에서  ,  는 각각 FRP의 축방향 탄성계수와
단면2차모멘트이고,  는 FRP의 축방향 단면적이다.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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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크플레이트를 사용한 완전 합성보의 휨내력 프로그램 개발
Development of Flexural Strength Program for a Full Composite Girders
with Deck Plate
김 요 숙* · 김 도 범** · 남 윤 선*** · 채 흥 석**** · 최 성 모*****
Kim, Yo-Suk · Kim, Do-Bum · Nam, Yoon-Sun, Chae, Heung-Suk, Choi, Sung-Mo
ABSTRACT
The object of this study is to develop a computer program that can help practical engineers to calculate sectional
modulus and plastic moments of full composite girders with deck plates under positive and negative bending moments.
The sectional modulus are equivalent moments of inertia for elastic analysis and plastic section modulus for plastic
analysis. Results of Hwang's research are used to verify this developed program. AIK, KBC 2005 and 2009 are used to
define effective widths of RC slab and to calculate positive plastic moments. For calculating negative plastic moments,
this study proposed stress blocks and their equations. The developed program will be added about partial shear
interactions and deflections of composite girders and finally proposed as GUI environment.

1. 서 론

고, 단면의 형상이 2축 대칭이기 때문에 중립축(Neutral
Axis)과 소성중립축(Plastic Neutral Axis)이 도심
(Centroid)에 있다. 탄소성 해석의 기본 입력값인 단면2
차모멘트 Is와 소성단면계수 Zs는 식(1)과 식(2)로 쉽게
구할 수 있다. 그러나 합성보는 Figure 2와 같이 하부가
인장인 정모멘트 구간에서는 상부 콘크리트 압축력이 추
가로 고려되어 하고, Figure 3과 같이 상부가 인장인 부
모멘트 구간에서는 슬래브의 철근이 추가로 고려되어야
한다. 이러한 합성보의 비대칭성은 탄성중립축과 소성중
립축의 위치를 이동시켜 단면 성능을 구하는 번거로운 수
계산을 유발시킨다. 구조물의 정확한 해석을 위해서는 탄
소성해석이 필요하며, 해석에 필요한 단면성능 즉 등가단
면2차모멘트 cI와 소성단면계수 cZ를 간단하게 구할 수 있
다면 실무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따라서 본 논
문에서는 구조물의 탄소성해석을 위해 Deck plate가 철골
보에 직각으로 놓인 합성보의 단면성능을 손쉽게 계산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을 연구의 목적으로 하였다. 단,
Deck plate가 철골보와 나란한 합성보의 단면성능은 연구
범위에서 제외하였다.

철골조(S조)에서 Figure 1과 같이 철골보에 전단연결재
(Shear Connector)와 데크플레이트(Deck Plate)를 사용하
여 철근콘크리트 슬래브와 일체화시킨 합성보(Composite
beam)가 많이 시공되고 있다. 그러나 구조설계 및 해석의
간편화를 위하여 대부분 철골보로만 해석하고 있다. 이는
허용응력설계법(Allowable Stress Design)의 안전율
(Factor of Safety) 개념일 때에는 합성보의 효과로 건물
이 더 안전하다는 의미가 된다. 그러나 하중저항계수법
(Load Resistance Factor Design)은 구조물의 Uniform
level of safety를 설계 목적으로 두고 있어서 철골보로만
해석하는 것은 실제 구조물의 신뢰도지수(Reliability
index) β와는 다른 수치일 뿐만 아니라 설계 개념에도 위
배된다. 따라서 합성보의 단면성능(sectional properties)
으로 구조해석(Structural analysis)을 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합성슬래브

   (1)


콘크리트
압축강도

   

이상
데크플레이트

          ×       (2)


용접철망

여기서 Is: 철골보의 단면2차모멘트
Zs: 철골보의 소성단면계수
Zf: 철골보 플랜지 소성단면계수
Zw: 철골보 웨브 소성단면계수

Fig. 1 데크플레이트와 직각인 합성보
강재는 재료 특성상 인장뿐만 아니라 압축에도 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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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철골보 폭
d: 철골보의 높이(=Ds)
tf: 철골보 플랜지 두께
tw: 철골보 웨브 두께

 ′ 



 

 ×


  ×                






×
   


t

(7)
여기서 nIc: 정모멘트 구간 합성보의 등가단면2차모멘트
nIs: 부모멘트 구간 합성보의 등가단면2차모멘트
B: 합성보의 유효폭
Xn: 정모멘트 구간 중립축의 위치
X'n: 부모멘트 구간 철골보 하부플랜지에서 중립축까지
거리
sXn: 철골보 도심에서 상부플랜지까지의 거리
n: 탄성계수비를 10으로 가정(n=E철골/E콘크리트)
As: 철골보의 단면적
At: 유효폭 내에 있는 철근의 단면적
Ds: 철골보 하부플랜지부터 상부플랜지까지의 거리(=d)
ds: 철골보 도심부터 슬래브 상부 면까지의 거리
dr: 철골보 하부플랜지부터 철근의 도심까지의 거리
t: 콘크리트 슬래브의 두께
hr: 데크플레이트의 높이

Xn
ds

철골보 도심

Fig. 2 정모멘트역 합성보의 단면
Ar

s Xn

N.A.

Ds

dr

Xn'

철골보 도심

2.2 합성보의 정모멘트 구간 소성단면계수 cZ
Fig. 3 부모멘트역 합성보의 단면

KBC2009(3)에 있는 합성보의 정모멘트 구간 휨내력 cMp
은 소성중립축(PNA)의 위치에 따라 식(8)에서 식(10)으로
계산할 수 있다. PNA가 강재보 웨브에 있을 때의 응력 블
록(Stress Block)은 Figure 4와 같으며 식(8)으로 계산할
수 있다. PNA가 상부 플랜지와 콘크리트 슬래브에 있을
때는 각각 식(9)과 식(10)으로 계산할 수 있다. 단, 식
(8)과 식(9)에 사용된 콘크리트 압축력 Ce는 식(11)로 계
산할 수 있다. 철골보의 전소성모멘트 Mps는 소성단면계
수 Zs와 공칭항복강도 Fy를 곱해서 사용하거나, 플랜지와
웨브의 실측 항복강도를 사용하여 식(12)로 계산할 수 있
다. 또한 철골보 전단면의 항복축력 Py도 단면적 As에 공
칭항복강도 Fy를 곱해서 사용하거나, 플랜지와 웨브의 실
측 항복강도를 사용하여 식(13)으로 계산할 수 있다. 따
라서 합성보의 정모멘트 구간 등가소성단면계수 cZ는 식
(14)로 구할 수 있다. 단, 유효폭 be는 대한건축학회 규
준과 동일하다.

2. 합성보의 단면성능
2.1 합성보의 등가단면2차모멘트 nIc과 nIs
탄성해석에서 휨응력과 처짐을 계산할 때 사용되는 단
면의 성질이 바로 단면2차모멘트이며, 일본건축학회(1)에
서는 합성보의 등가단면2차모멘트를 정의하고 있다. 하부
가 인장인 정(+)모멘트 구간에서 등가단면2차모멘트 nIc가
탄성중립축이 슬래브 내에 있을 때는 식(3), 그렇지 않을
때는 식(4)로 계산할 수 있고, 상부가 인장인 부(-)모멘
트 구간에서 등가단면2차모멘트 nIs는 식(5)와 같다. 단,
유효폭 B는 대한건축학회(2) 규준을 따라 지지점의 중심간
거리의 1/4과 양측 슬래브의 중심 사이 거리 중 작은 값
으로 하였다. 정모멘트 구간에서 중립축의 위치 Xn은 식
(6)에, 부모멘트 구간에서 철골보 하부플랜지에서 중립축
까지 거리 X'n은 식(7)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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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N.A.

(4)

N.A.



Fig. 4 정모멘트 구간 합성보의 응력 블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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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y: 도심에서 소성중립축까지의 거리
a': 유효폭 내에 있는 철근의 1/2 단면적과 등가
(Equivalent) 철골보의 면적
Fyr: 철근의 항복강도
cMp : 합성보의 부모멘트 구간에서 소성휨내력
cZ : 합성보의 부모멘트 구간 등가소성단면계수

 

  (14)



여기서 cMp : 정모멘트 구간에서 소성휨내력
Mps : 철골보의 전소성모멘트
Ce : 콘크리트 압축력(=0.85fck× be× tc)
Py : 철골보 전단면의 항복축력(=As× Fy)
tc : 콘크리트 슬래브 두께(=t)
Fy: 철골보의 공칭항복강도
Fyf: 철골보 플랜지 항복강도
Fyw: 철골보 웨브 항복강도
r: k-line 반경

3. 프로그램 검증
3.1 입력 변수 목록과 분류
본 연구에서 개발한 합성보의 탄소성 해석을 위한 단
면성능을 계산하는 프로그램을 검증하기 위하여 황성철(5,
6, 7)
의 연구결과를 사용하였다. 합성보의 단면성능을 계
산하기 위한 입력 변수들의 목록은 Table 1에 정리하였
다. 입력 변수는 크게 철골보와 슬래브 대분류로 나뉜다.
대분류 철골보는 다시 재료의 탄성계수와 항복강도, 단면
의 치수와 보 길이로 소분류 할 수 있다. 슬래브 대분류
는 콘크리트와 철근으로 중분류 되며, 재료의 탄성계수와
항복강도, 단면의 치수와 슬래브 중심 거리 및 철근의 배
근 간격을 소분류 할 수 있다. 검증에 사용된 소분류 수
치들도 함께 Table 1에 나타내었다.
Table 1 입력 변수 목록과 분류

2.3 합성보의 부모멘트 구간 소성단면계수 cZ합성보의 부모멘트 구간에서 소성휨내력 cMp-는 일반적
으로 철골보의 소성휨모멘트 Mps를 사용하고 있어서 규준
에 제안된 식은 없는 상태이다. 슬래브 내 철근을 고려한
합성보 부모멘트는 Figure 5에 공칭항복강도를 사용한 응
력 블록을 나타내었고, 철골보의 소성휨모멘트에 철근으
로 인한 소성휨모멘트를 합하여 계산할 수 있다. Figure
6은 철골보 플랜지와 웨브, 철근의 실측 항복강도값을 고
려했을 때의 Stress block이다. 철골보 중립축에서 소성
중립축까지의 거리 y는 식(15)의 좌변항으로 계산할 수
있으며 그 값이 우변항보다 작다는 것은 PNA가 철골보 웨
브에 있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PNA가 웨브에 있을 때의
부모멘트역 휨내력 cMp-는 식(16)으로 계산할 수 있으며,
합성보의 부모멘트 구간 등가소성단면계수 cZ-는 식(17)로
구할 수 있다.

철골보
탄성
계수
Es
(GPa)

높이
h
(㎜)

폭 웨브
b 두께
tw
(㎜) (㎜)

206

248

124

탄성
계수
Ec
(GPa)

데크
높이
hr
(㎜)

20.1 1.2, 50,

P.N.A.
N.A.



 
      ×  ×      (16)
 

5

플렌지
두께
tf
(㎜)
8
슬래브

콘크리트
슬래브
슬래브
중심
두께
거리
t
b0
(㎜)
(㎜)
75 1,500 50, 70, 90

항복강도
k-line
보
플랜지 웨브 길이
r
Fyf
Fyw
(㎜)
L0(㎜)
(MPa) (MPa)
12
286
319
3,000
철근 배근
압축
강도
fck
(MPa)

지름
d
(㎜)

항복
강도
Fyr
(MPa)

배근
간격
AA
(㎜)

20.1

6

531

100

y

3.2 합성보의 단면성능
Fig.5 합성보의 부모멘트 Stress Block(공칭 항복강도)

황성철(5, 6, 7)의 연구 내용으로서 실험체는 슬래브 두
께가 50㎜, 70㎜, 90㎜인 3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보와
기둥에 사용된 H-형강은 각각 H-248×124×5×8과
H-250×255×14×14으로 일본(JIS G3192)에서 사용하는
제품이다. 철근, 스터드커넥터, 데크플레이트 등 기타 정
보는 Table 2에 정리하였다. 보, 기둥과 철근으로 사용된
재료의 기계적 성질은 Table 3에 나타내었다. 단, 콘크리
트의 압축강도는 20.1 MPa이다. Table 1의 소분류 변수들
의 수치값을 입력한 결과를 황성철(5, 6, 7)의 연구 결과와

P.N.A.
N.A.
Fig.6 합성보의 부모멘트 Stress Block(실측 항복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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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하여 Table 4에 정리하였다. KBC2005와 KBC2009 규준
의 변화로 정모멘트 구간의 휨내력에 값 차이가 있으며,
KBC2009로 비교했을 때 정 ․ 부모멘트에서 유사한 결과를
얻어 프로그램을 검증하였다. 데크플레이트의 높이 hr에
따른 정 ․ 부모멘트 구간에서의 등가단면2차모멘트와 휨내
력을 비교하기 위하여 데크플레이트 높이 hr이 50㎜와 70
㎜일 때에 대해서도 계산하여 Table 5와 Table 6에 나타
내었다. 단, Table 4는 데크플레이트의 두께가 1.2㎜로
계산된 것이다.
Table 2 실험체의 구성 요소
실험체
보
기둥
슬래브두께(㎜)
스터드커넥터
철근
스팬(m)
데크플레이트

CB7

CB9

CB7
CB9
H-248×124×5×8
H-250×255×14×14
50
70
90
16×60@90
16×70@90
16×80@90
Φ6-@100
3
AK36

재질

플랜지
웨브
플랜지
웨브
철근

항복강도
(MPa)

인장강도
(MPa)

연신율
(%)

286
319
247

423
432
403

20
22
32

240
531

401
558

31
13

SS41
SS41
SR30

CB5

CB7

CB9

138

155

176

KBC2005

127

136

147

KBC2009

137

153

175

실험체
(5, 6, 7)

cM p

(kN․m)
부모멘트
-

cMp
(kN․m)

황성철

Calculated

황성철(5,

6, 7)

Fig. 7 Futher studies

감사의 글

103(Z=312㎤)

KBC2005 & KBC2009

104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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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데크 높이 변화에 따른 등가단면2차모멘트
실험체

109
111
105
110
112
106
111
113

철골조는 건식공법으로 공기를 단축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을 가지며, 거푸집의 해체 공정을 생략할 수 있는 데
크플레이트의 사용으로 장점을 극대화하여 시공되고 있
다. 이러한 데크플레이트를 사용한 합성보의 효과를 고려
하여 골조의 탄소성해석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합성보의
단면성능이 필요하다. 탄성해석을 위해서는 등가단면2차
모멘트가 필요하고, 소성해석을 위해서는 소성단면계수가
필요하다. 하지만 합성보의 효과로 인하여 단면이 비대칭
이 되면서 탄 ․ 소성 중립축의 위치 변화로 단면성능의 계
산은 복잡한 반복 작업을 거쳐야한다. 이에 본 논문에서
는 데크플레이트를 사용한 완전합성보의 단면성능을 계산
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되었다. 개발된 프로그램은 최
종 개발될 프로그램의 기본으로써 Figure 7과 같이 내용
면에서는 철골보와 RC 슬래브의 부분 합성을 고려한 불완
전합성보와 합성보의 처짐 부분이 추가 개발될 것이며,
도구(Tool)면에서는 실무자들의 편의를 위하여 GUI 프로
그램으로 개발될 것이다.

Table 4 합성보의 정 ․ 부모멘트 휨내력 비교

정모멘트

168
184
153
197
219
175
231
260

CB5

시험체

기
둥

143
151
136
158
169
147
175
190

4. 결론

Table 3 재료의 기계적 성질

보

50
75
1.2
50
75
1.2
50
75

nIc(㎝

1.2
50
75
1.2
50
75
1.2
50
75

CB5

CB7

CB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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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데크 높이 변화에 따른 정 ․ 부모멘트 휨내력
실
험
체

데크 높이
hr(㎜)

CB5

1.2

정모멘트
cMp(kN․m)
KBC2005

KBC2009

127

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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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p -(kN․m)
KBC2005
KBC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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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리드 FRP로 보강한 철근콘크리트 보의 구조 거동 파악
Experimental and Analytical Studies on Reinforced Concrete Beams
Retrofitted with hybrid FRPs
우투이 나디아* · 신영수**
·
Utui, Nadia
· Shin, Yeong-Soo ·

김희선***
Kim, Hee-Sun

ABSTRACT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effect of preload and different types of hybrid FRPs (Fiber reinforced
polymers) to the structural behaviors of reinforced concrete (RC) beams retrofitted with hybrid FRPs under sustaining
loads.
For the experimental study, FRP retrofitted RC beams are fabricated and subjected to four point loading. The
experimental results show that preload and the orders of attached FRP layers have influence on FRP strengthening
effect. Also, for the preliminary FEA study, FE models are generated to simulate the experiments. The analytical
results are compared with the experimental results and show good agreements.

1. 서 론

Table 1 실험체 개요

환경변화와 사용하중의 증가로 인하여 구조 부재의 보
수·보강에 대한 필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으며, 현존하는
여러 가지 보강 방법 중 FRP 보강은 보강성능이 뛰어나
고 다양한 구조부재에 적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널리 쓰
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carbon과 glass의 각기 다른
FRP를 이용하여 hybrid
FRP를 제작하고, 이를 부착하였을 때 나타나는 보강
성능을 실험과 해석연구를 통해 알아보기로 한다.

2. 본 론
2.1 실험체 계획
본 연구를 위하여 그림 1과 같이 철근 콘크리트 보 실
험체를 계획, 양생하였다. 총 14개의 실험체가 제작되었
으며 실험의 변수로 하중재하 유무와 FRP의 부착개수,
CFRP와 GFRP의 부착순서를 다르게 하여 보강하도록 계획
하였다 (표 1). 실험체 제작에 사용된 각 재료의 물성치
는 표 2, 3, 4에 나타내었다.

Specimen

Preload

FRP arrangement

CONTROL
CC
GG
CG
GC
CCG
GCG
GCC
CG-50
CG-70
GC-50
GC-70
GCC-50
GCC-70

X
X
X
X
X
X
X
X
50%
70%
50%
70%
50%
70%

NA
carbon-caron
glass-glass
carbon-glass
glass-carbon
carbon-carbon-glass
glass-carbon-glass
glass-carbon-carbon
carbon-glass
carbon-glass
glass-carbon
glass-carbon
glass-carbon-carbon
glass-carbon-carbon

Table 2 Concrete, steel의 물성치
Material

Concrete
P
10 D10@100

FRP

Layers
of FRPs
0
2
2
2
2
3
3
3
2
2
2
2
3
3

Compression

Elastic
Modulus
(GPa)
23.7

Tensile

NA

2.146

D10 (Tensile)
D13 (Tensile)

204.0
226.2

443.3
531.16

Description

Strength
(MPa)
31.93

P
Top bar D10

Steel

Table 3 FRP의 물성치
Description
Unit
Strength
MPa
Fiber thickness
mm

Bottom bar D13

그림 1 실험체 detail

Carbon fiber Glass fiber
851.4
648.51
0.11
0.34

Table 4 adhesive의 물성치
Flexural
Tensile
Plot life
strength
strength
(min)
(MPa)
(MPa)
60
81.4
52.8

* 학생회원, 이화여자대학교 건축구조공학과 석사과정,
E-mail: nadia.utui@ewhain.net - 발표자
** 이화여자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E-mail: shinys@ewha.ac.kr
*** 정회원, 이화여자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E-mail: hskim3@ewha.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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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ressive
strength (MPa)
112.8

2.2 보강 및 실험 방법

continuum 요소와 3D truss 요소로 모델링 하였으며 FRP
는 3D shell 요소를 이용하여 모델링하였다. FRP와
concrete모델은 부착제의 물성치를 갖는 3D cohesive
element를 이용하여 연결되어 있다. 하중재하는
displacement control 방식을 사용하고 있으며 비선형
정적해석을 수행하였다.

FRP 보강을 위하여 철근 콘크리트 보를 최고 하중의
50%와 70%로 재하 한 상태에서 FRP 부착을 수행하였다.
70%로 재하 한 보의 경우, 2mm 이상 발생한 균열에 대해
서는 에폭시 주입공법을 이용하여 보수 한 후 FRP를 부
착, 양생하였다1,2. FRP로 보강된 보에 대해 4점 재하 실
험을 수행하였으며 실험결과로는 최대 처짐과 하중, 철
근과 콘크리트의 변형율 등을 측정하여 분석하였다.

그림 4 유한요소 모델

2.3 실험 결과

2.5 해석 결과

실험 결과로 하중-처짐곡선을 비교, 분석한 결과는 그
림 2와 같다. 두 장의 FRP로 보강한 실험체 중에서는
glass FRP-carbon FRP(GC) 나 glass FRP-glass FRP(GG)
로 보강한 경우가 carbon FRP-carbon FRP(CC) 실험체에
비해 보강성능이 높게 나타났으며(그림 2(a)), 하중을
가한 상태에서 FRP를 보강한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하여 그 보강성능이 떨어짐을 알 수 있으며 보강에 앞
서서 균열을 보수한 실험체의 경우에는 보강성능 감소가
크게 나타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그림 2(b)) 이러한
경향성은 FRP 세 장으로 보강한 실험체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난다.(그림 2(c), (d)) 최대 하중에 도달한 보는
FRP의 중간 혹은 단부에서 콘크리트의 피복과 함께 떨어
져 나가는 파괴모드를 보였다.(그림 3)

본 해석은 그림 5에 나타낸 바와 같이 실험 결과와 유
사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그림 5 Preliminary 유한요소해석 결과

3. 결 론

(a)

본 연구에서는 초기재하 하중, hybrid FRP의 부착개수
와 종류에 따른 보강성능을 실험과 해석연구를 통해 알
아보았다. 실험결과로 초기 하중이 재하된 상태에서 FRP
보강된 철근 콘크리트 보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하여
보강성능이 떨어졌으며, 같은 개수의 FRP로 보강되었더
라도 glass FRP 와 carbon FRP의 부착 순서에 따라 보강
성능에 차이가 있음이 나타났다. Preliminary로 수행한
유한요소 해석에서는 실험결과와 비교하여 유사한 결과
를 보였으나, 보다 정확한 해석을 위하여 파괴모드를 예
측할 수 있는 해석기법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b)

(c)
(d)
그림 2 실험체의 하중-처짐 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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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해석 모델
본 연구에서는 보다 자세한 실험결과 분석과 파괴모드
예측을 위하여 preliminary 유한요소해석을 수행하였다.
해석도구로는 ABAQUS ver. 6.10을 이용하였다. 그림 4에
서 나타낸 바와 같이 콘크리트와 철근은 각각 3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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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립식 콘크리트 충전 이중 강관 교각의 거동 특성
The Behaviour of Prefabricated Concrete Filled Double Steel Tube Pier
원 덕 희* · 김 승 준** · 김 종 민*** · 한 택 희**** · 강 영 종*****
Won, Deok-Hee · Kim, Seung-Jun · Kim, Jong-Min · Han, Taek-Hee · Kang, Young-Jong
ABSTRACT
While a wide ranges of previous researches on rapid construction of super structures are available, the studies on
substructures are quite limited. The development of the precast segmental CFDST piers are briefly introduced herein and
design formulas are presented for pier segment and Coping, Foundation joints. And present connect method for unit of
Precast Bent Cap. The self-assembly Fabricated CFDST column is developed after the pros and cons are supplemented by
the Experimental Study with the suggested connecting method.

1. 서 론

어 있다. 이때 이 시공하는 방법에 따라서 보강하는 방법
이 달라지는데, 현장에서 내․외부 강관을 용접으로 접합
한 후 보강재로 보강할 경우와 내․외부 강관을 접합하지
않고 접합할 경우로 나뉠 수 있다. 이때의 손실된 즉, 분
리된 부분의 I(면적관성모멘트)값을 내․외부 보강재에 적
절하게 분배하여 보강하는 방법이다.(원덕희 등, 2010)

최근 국․내외적으로 조립식 교량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
게 진행되고 있으나, 상부구조와 비교하여 하부구조의 경
우 연구 및 현장적용이 매우 적은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
는 콘크리트 충전 이중 강관(Concrete Filled Double
Steel Tube, CFDST) 단면을 이용하여 조립식 교각을 제안
하고 이를 실험을 통하여 거동을 분석하였다.

Fig 2 기둥 세그먼트
접합방법
Fig 1 CFDST 부재 구성

2.2 기초 접합부
기초 접합부는 최대한 기존의 설계법을 적용하였다.
Fig. 3과 같이 강도로교 상세부 설계지침(2006)과 합성강
교각 설계요령에서 제안된 베이스플레이트법을 적용하였
다. 외부의 경우 본 접합방법을 적용하고, 내부 강관은
하부 플레이트와 Fillet 용접과 Rib로 보강 용접을 하며,
중공부에는 교각 외부와 동일한 거동을 위해 콘크리트를
베이스 플레이트 높이의 1.2배 높이로 타설한다.

2. 조립식 교각 접합방법
교각은 압축부재로 상부구조의 고정하중과 활하중의
축하중과 지진하중 및 풍하중 등의 횡하중을 기초부로 안
전하게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는 구조물로서 압축, 전단,
휨등에 효과적으로 저항을 해야한다. 조립식 교각은 기존
의 교각 형식을 분절화 시켰기 때문에 기둥 세그먼트 접
합부, 기초 접합부, 코핑 접합부가 생기게 되어 이 부분
을 효과적으로 접합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2.1 기둥 세그먼트 접합방법
기둥 세그먼트는 Fig.2와 같이 내․외부 튜브에 대한 보
강을 통하여 접합하는 연구는 원덕희 등(2010)에 의하여
제시되어졌으며, 본 연구에서는 이를 적용하여 기둥 세그
먼트를 접합하였다.
조립식 교각은 내․외부 강관 그리고 콘크리트가 분리되

*
**
***
****
*****

Fig 3 기초 접합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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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험체 제작 및 시험 방법
Table 1 조립식 교각 시험체 제원
조립식 교각 시험체 단면 제원(unit :mm)
교각 높이
3500
교각 직경
609
중공부 직경
388
외부 강관 두께
10
내부 강관 두께
9
세그먼트 높이
500
세로판의 높이
168
외부 세로판 두께
8
내부 세로판 두께
7

Fig. 6 Drift Level에 따른 거동 분석

교각의 높이는 3.5m로 하였으며, 교각의 직경은
609mm, 중공부 직경은 388mm, 세그먼트 높이는 500mm, 최
하단 기둥 세그먼트는 880mm로 적용하여 시험체를 적용하
였다.

Fig 7 하중-변위 이력곡선
Fig. 7은 조립식 교각 시험체와 기존 연구자(한택희
등,2009)가 제안한 비분절형 ICH CFT를 해석하기 위하여
개발한 하중-변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해석한 값을 비교
하였다. 구속효과를 고려한 해석치와 구속효과를 고려하
지 않은 해석치와 실험치를 나타내었다. 프로그램과 실험
치는 초기 강성 값과 100mm 이전의 거동은 거의 유사한
것을 볼 수 있었으나, 최대 하중 이후의 감소 구간에 차
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었으나, 최대 하중 이후의 감소
구간에서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Fig 4 시험체 제작

4. 결과
접합방법의 성능이 기존의 비분절형 시험체와 거의 성
능이 유사한 것으로 나타나 기초 접합부와 기둥 세그먼트
접합방법의 접합성능이 우수한 것으로 판단된다. 제안된
조립식 교각은 기존의 조립식 RC 교각들에 비해서 조립식
고교각에 적용이 가능할 거라 판단된다.

Fig 5 시험체 세팅
기초 접합부는 고장력 볼트로 접합을 수행하였다.
Fig.5와 같이 횡하중을 Drift Level로 변위하중을 가하하
였으며, 축하중은 단면이 견딜 수 있는 최대 축하중
(1101.7ton)의 약 10%인 100tonf을 하중으로 가하였다.
기둥 최하단부와 기초부와는 모르타르를 주입하여 밀실하
게 채웠다.
3%부터 교각의 외부에 변형이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기존에 교각과는 달리 조립식 교각의 1단 교각 세
그먼트 접합부에서 국부좌굴이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그
후 4%에는 시험체 후면의 첫 번째 접합부 바로 하단에서
도 약간의 좌굴이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었으며, 이와
동시에 최하단부(베이스플레이트 윗부분)에서 좌굴이 발
생하기 시작하였으며, 5%부터는 3%와 4%에 발생한 접합부
의 상하단 그리고 베이스플레이트 상단에서의 좌굴이 점
점 커지기 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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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P bar 보강 콘크리트 보의 하이브리드 보강 효과
Effects of Hybrid Reinforcing on the Behavior of
FRP Bar Reinforced Concrete Beams
양 준 모* · 신 현 오** · 안 미 영*** · 윤 영 수****
Yang, Jun-Mo · Shin, Hyun-Oh · Ahn, Mi-Young · Yoon, Young-Soo
ABSTRACT
Six concrete beam specimens reinforced with multiple layers of reinforcement and combinations of different
reinforcement types (steel, GFRP, and CFRP bars), and four FRP bar-reinforced concrete beams with fibers were
constructed and tested. An investigation was performed on load-carrying capacity, post cracking stiffness, cracking pattern,
and ductility for all specimens. Addition of fibers and hybrid reinforcing with steel bars can be possible methods to
overcome the low stiffness and ductility of FRP bar-reinforced beams.

1. 서 론

장강도 및 휨강도는 Table 2와 같다. ASTM C 1609에서 정


의하고 있는 잔류강도(
 ,  )와 인성(   ) 역시

Table에 나타내었고, Morgan et al.이 제안한 인성 성능
등급은 강섬유 보강 콘크리트 및 합성섬유 보강 콘크리트
모두 level Ⅳ로 나타났다.

최근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의 부식 문제가 대두되면서
FRP (Fiber Reinforced Polymer) bar를 철근의 대체재로
사용하려는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
는 GFRP bar, CFRP bar, 철근이 조합되어 2단 배근된 콘
크리트 보 6개 부재와 동일 종류의 FRP bar로 2단 배근되
고 강섬유 및 합성섬유가 혼입된 콘크리트 보 4개 부재를
제작하고 실험하였다.

2. 실 험
Fig.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휨 보강근의 종류, 배열조
합 및 섬유혼입을 변수로 하는 총 10개의 실험체를 제작
하고 실험을 수행하였다. 모든 실험체는 2300 mm 길이와
230×250mm의 단면적으로 구성되어 있고, 외측 보강근 깊
이 (d1) 206mm와 내측 보강근 깊이 (d2) 162mm를 가지고
철근, GFRP bar, CFRP bar의 조합으로 2단으로 배열되었
다. 섬유보강 콘크리트가 사용된 부재는 1.0% 부피비의
강섬유 및 2.0% 부피비의 합성섬유가 혼입되었다. 모든
FRP bar 보강 보는 콘크리트의 압괴에 의해 파괴되도록
과대 보강 보로 설계되었고, 모든 부재가 유사한 휨 강도
를 가지도록 설계되었다. 500kN 용량의 UTM을 이용하여
실험하였고, UTM 단조하중을 천천히 가함과 동시에 하중,
처짐, 변형률을 자동으로 측정하였고, 각 하중 단계에서
의 균열 양상 및 균열폭 역시 기록하였다.
실험체에 사용된 FRP bar의 물성치는 Table 1에 정리
된 바와 같다. 실험에 사용된 섬유는 40mm 절곡형 폴리올
레핀계 구조용 합성섬유와 30mm 번들형 양단 hooked type
강섬유이다. 모든 실험체의 콘크리트 압축강도, 쪼갬 인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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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실험체 상세
Table 1 FRP bar의 물성치
Designation

Area
(mm2)

9 mm CFRP bar
13 mm GFRP bar

64
127


(GPa)
146.2
48.1

Table 2 콘크리트 물성치





Concrete
(MPa) (MPa) (MPa) (MPa)
Plain concrete 75.9 5.62 7.21
SNFRC
89.3 9.03 9.02 5.77
SFRC
104.4 9.29 10.39 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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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Pa)
2130
941



(MPa)
8.40
2.65


 

(Nm)
48.00
40.00

나타내었다. 이는 섬유보강 콘크리트의 증가된 극한압축
변형률 때문이다. GG-SN, GG-ST 실험체는 섬유 혼입에 의
해 증가된 극한압축 변형률로 인해 GG 실험체보다 11%,
25% 각각 증가된 극한 하중을 나타내었고, 섬유보강 콘크
리트의 연화된 종국파괴이후 거동에 의해 극한하중 이후
에 연성 거동을 보여주었다.
CC, GG 실험체의 경우, 첫 휨균열이 발생하자마자 그
균열은 압축부 부근까지 매우 깊게 진전하였다. 이는 FRP
보강근의 낮은 탄성계수로 인해 첫 균열 이후 중립축의
위치가 부재 상면까지 매우 빠르게 변화하였다는 것을 나
타낸다. 강섬유가 혼입된 CC-ST, GG-ST 실험체의 경우,
첫 균열 직후 균열 깊이가 매우 낮게 나타났다. 그러나
합성섬유가 혼입된 CC-SN, GG-SN 실험체의 경우, 균열 깊
이 제어 효과가 크게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는 합성섬유
의 낮은 탄성계수와 주름진 섬유가 펴지는 현상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내측에 철근이 배근된 CS, GS 부재의
경우 CC, GG 실험체 보다 낮은 균열깊이 및 작은 균열폭
을 나타내었는데, 이를 통해 균열 제어용으로 FRP bar 보
강보에 철근을 하이브리드 보강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FRP bar는 파괴시 까지 선형 탄성적인 거동을 보이기
때문에, Naaman과 Jeong이 비탄성 흡수 에너지와 탄성 저
장 에너지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제안한 연성지수 식을 통
해 FRP bar 보강 보의 연성을 평가하였다. Table 2에 나
타난 바와 같이, CC-SN, CC-ST 실험체의 경우 FRP 보강근
의 파단에 의해 취성적으로 파괴되었기 때문에 섬유 혼입
을 통한 연성의 증가는 나타나지 않았고, GG-SN, GG-ST
실험체의 경우 GG 실험체보다 연성지수가 각각 70%, 80%
증가하였다. 또한, 철근과 FRP bar가 하이브리드 보강된
CS, GS 부재의 경우 CC, GG 실험체보다 77%, 110% 각각
증가된 연성지수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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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하중-처짐 곡선
Table 3
Specimen
SS
CC
CC-SN
CC-ST
GG
GG-SN
GG-ST
CS
GS
GC

실험 결과
 ∆
(kN) (mm)
26
0.43
21
0.68
27
0.52
42
0.83
23
0.67
35
0.65
39
0.79
25
0.61
25
0.62
22
0.71


(kN)
198
212
218
225
207
230
259
194
205
203

∆
(mm)
17.85
42.82
36.59
36.81
38.85
50.88
56.19
34.03
28.76
37.61



Failure mode

6.05
Compression
1.84 Shear compression
1.64 FRP bar rupture
1.84 FRP bar rupture
1.92
Compression
3.24
Compression
3.43
Compression
3.25
Compression
4.10
Compression
1.74
Compression

4. 결 론
휨 보강근의 종류 및 조합, 섬유보강효과를 변수로 한
콘크리트 보의 휨 거동을 평가하였다. 보강 섬유의 혼입
을 통해 첫 균열 시점의 지연, 균열폭 및 균열 깊이의 감
소, 연성 향상, 내하력 향상 등의 효과를 나타내었다. 철
근을 FRP bar 내측에 배근함으로써 강성의 향상, 균열폭
감소, 연성 향상 등의 효과를 나타내었다. 철근과의 하이
브리드 보강 및 섬유 혼입을 통해 FRP bar 보강 보의 낮
은 강성 및 연성을 보완해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3. 실험 결과
Fig. 2에 모든 실험체에 대한 하중-중앙 처짐 관계 곡
선을 나타내었고, Table 2에 첫 균열하중 및 처짐, 최대
하중 및 처짐, 연성 지수, 파괴모드에 대한 실험결과를
요약하였다. 첫 균열하중은 섬유를 혼입한 실험체에서 높
게 나타났고, 특히 강섬유로 보강된 CC-ST, GG-ST 실험체
는 CC, GG 실험체보다 약 2배 높은 첫 균열하중을 나타내
었다. 첫 균열 이후 각 부재는 휨 보강근의 조합에 따라
다르게 거동하기 시작하였다. 균열이후 강성에 대한 섬유
효과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고, CS, GS 부재는 내측에 배
근된 철근의 영향으로 매우 낮은 FRP bar 보강 보의 강성
을 증가시켜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CC-SN, CC-ST 실험체
는 FRP 보강근의 파단에 의해 파괴되어 콘크리트 압축파
괴에 의해 종국 파괴된 다른 실험체와 다른 파괴양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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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반강접 보-기둥 접합부에 대한 M-θ 데이타베이스 시스템
M-θ Database System of PRCC Beam-to-Column Connections
김 요 숙* · 김 선 희** · 오 헌 근*** · 최 성 모****
Kim, Yo-Suk · Kim, Sun-Hee · Oh, Hun-Keun · Choi, Sung-Mo
ABSTRACT
This study aimed at construction of text and graphic database for moment-rotation curves of partially restrained composite
beam-to-column connections. key words The M-θ data or figures under monotonic or cyclic tests are made as text files.
Also, Eurocode 3 classification is added to the M-θ curve to verify as semi-rigid connections. For structural analysis,
linear rotational stiffeness or nonlinear M-θ curves are transformed three-parameter power model. Although this database
has some limitation, it will be used for further PRCC researches and tests.

1. 서 론

2. 모멘트-회전각 Database
2.1 보-기둥 모멘트-회전각 관계

건축물이 대형화·고층화되면서 철골구조와 혼합구조
의 사용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강재는 재료 특성상 인장
과 압축에 다 강하고, 연성(Ductility)이 높아 안정적이
지만 내화에 취약하여 내화성이 강한 콘크리트와 합성구
조(Composite structures)를 이루면 구조적으로 우수한
구조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건축구조 부재와 그 부재들간의 연결 접합부에 대한
다양한 이론적 및 실험적 연구가 수행되었지만 연구 결과
의 체계적인 데이터베이스(Database)가 구축되지 못해 기
존 연구의 결과들은 문헌에 나와 있는 그림으로밖에 접근
할 수 없는 것이 현재 실정이다. 후속 연구가 원활히 이
루어지고, 또한 국내 규준이 선진 외국 규준을 따라가는
수준에서 선도하고자하는 목표를 위해서는 연구결과를
Database로 구축하는 것이 시급히 필요하다.
본 논문은 기존의 합성반강접(Partially Restrained
Composite Connections) 보-기둥(Beam-to-Column) 접합부
에 대한 이론 및 실험 논문들로부터 모멘트-회전각(M-θ,
Moment-Rotation)에 대한 Database 시스템 구축을 연구의
목적으로 하였다. 합성반강접 PRCC의 한 예로서 AISC
Type 1 시트앵글(seat-angle)과 웨브앵글(web-angle)을
(1)
Figure 1 에 나타내었다.

구조해석에서 일반적으로 보 단부는 고정(Fixed)이나
핀(Pin)으로만 고려되지만 해석 프로그램의 반강접을 고
려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보-기둥 M-θ 곡선이 변형
되어져야 한다. 가장 단순한 변형은 접합부의 초기회전강
성 Rki를 사용하는 것으로서 M-θ 곡선을 대표할 수 있는
1개의 회전강성 Rk으로 나타내는 Linear model이다. 이
때 Rki는 실제 접합부보다 크게 과장되기 때문에 수정된
회전강성 Rko나 Rkb를 사용하여야 한다. 비선형 회전강성
을 2개의 선으로 나타내는 Bilinear model, 3개의 선으로
나타내는 Trilinear model도 있다.
일부 구조해석 프로그램들은 단부모멘트를 부분 해제
(Partial Release)함으로서 접합부의 반강접성을 고려하
고 있다. 보 전소성모멘트 Mbp의 50%에서 60% 정도로 부분
해제하여 초기 부재 설계를 부재 설계 후 접합부도 반강
접 영역에 들어오게 된다. 초기 설계시 30% 정도의 부분
해제로 반강접을 설계한다면 최종 접합부가 반강접이 아
닌 Flexible로 분류될 수도 있다.
드물게 접합부의 반강접성을 비선형 모멘트-회전각 관
계로 직접 입력이 가능한 구조해석 연구용 프로그램들도
있다. 그러나 실험 데이터 값들은 부드러운 비선형 곡선
이 아닌 굴곡현상이 많기 때문에 실험값을 그대로 사용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를 대신할 수 있는 곡선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그러한 경우 비선형 M-θ 관계는 3개의 변
수만으로 비선형성을 나타낼 수 있는 Figure 2와 같이
(2)
사용하였다.
three-parameter
power
model 을
Three-parameter power model에 사용된 3개의 변수는 초
기 강성 Rki, 극한모멘트 Mu, 형상함수 n를 말한다. 초기
강성과 극한모멘트는 접합부 형상에 따라 역학적으로 규
명되어서 식으로 제안되어 있고, 제안된 2개의 변수와 실

Fig. 1 기존 PRCC 접합부의 상세(1)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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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데이터가 가장 근접하게 곡선의 모양을 결정하는 것이
형상함수 n이다.

Fig. 2 Three-parameter power model(2)
Fig. 4 AISC-LRFD classification (1994)(4)
2.2

접합부 모멘트-회전각 곡선의 분류

대표적인 보-기둥 반강접 접합부 형식인 Figure 4Ⓐ는
Top- and Seat-angle 접합부이고, Figure 4Ⓑ는 Top- and
Seat-angle with Double Web-angle 접합부이다. Figure 4
Ⓐ와 Figure 4Ⓑ 모두 M-θ 곡선이 반강접 영역임을 알
수 있다. Top- and Seat-angle 접합부(TS)의 실험 M-θ
곡선들을 Eurocode 3 classification와 중첩하여 Figure
5a에 나타내었고, 이와 유사하게 Top- and Seat-angle
with Double Web-angle 접합부(TSDW)의 실험 데이타도
Figure 5b에 나타내었다. Figure 5에 나타난 모든 접합부
가 Eurocode 3 classification 규준에 의해 다 반강접으
로 분류된다.

보-기둥 접합부의 모멘트-회전각 곡선은 강접(Rigid),
반강접(Semi-Rigid), 핀(Flexible)으로 Figure 3과 같이
(3)
Eurocode 3 classification 에서 분류하고 있다. 골조가
수평하중에 대해서 가새나 전단벽에 의해서 지지되어 있
는지의 여부에 따라 Rigid와 semi-rigid의 경계가 달라진
다. 지지 되어 있지 않을 때를 Unbraced frame이라 하며
Figure 3a에 나타내었고, 지지되어 있을 때는 Braced
frame이라 하며 Figure 3b에 나타내었다. x축은 보의 소
성모멘트 Mbp를 휨강성 EIb/Lb으로 나누어준 reference 회
전각과 접합부 회전각 θr과의 비이고, y축은 접합부 모
멘트 M이 보의 소성모멘트 Mbp와의 비이다. 미국도 Figure
4와 같이 자국의 AISC-LRFD classification(4)으로
FR(Fully Restraint), PR(Partially Restraint), Simple
로 분류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Eurocode 3
classification을 M-θ 곡선에 중첩하여 해당 접합부가
반강접이 맞는지 타당성을 검증할 것이다.

a. TS
b. TSDW
Fig. 5 Top- and Seat-angle with or (5)without Double
Web-angleConnections
2.3 PRCC Database Contents
PRCC Database에는 합성반강접 보-기둥 접합부에 관련
된 연구 논문이 PDF로 000.pdf로 접근할 수 있다. 각 연
구 논문은 A4지 한 장 분량의 요약문과 확대된 관련 그림
들이 000.doc로 접근할 수 있다. 모멘트-회전각 관계가
있을 때에는 M-θ data는 text 파일로 정리하였다. 기존
의 접합부 실험 방법은 하중을 단조가력(Monotonic
loading)하는 경우와 하중 프로그램(Loading program)에
따라 반복가력(Cyclic loading)을 가하는 2가지로 크게
나뉜다. 단조가력인 경우에는 회전각과 모멘트를 x와 y
변수로 입력하여 MR_M_000_00.txt로 정리하였다. 반복가

Fig. 3 Eurocode 3 classification(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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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인 경우에는 회전각, 모멘트, 변위를 x, y, z 변수로
입력하여 Figure 6과 같이 표준 하중 ANSI/AISC
SSPEC-2002을 가력하는 경우 MR_CS_000_00.txt로 정리하
였고, 연구자가 임의의 하중 프로그램을 사용한 경우는
MR_CX_000_00.txt로 정리하였다. 접합상세 그림은 MR을
Detail로만 바꾸어서 그림 파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
으며, 예는 Detail_M_000_00.jpg이다. 반복가력인 경우
하중 프로그램과 함께 실험 data를 구할 수 있을 때는 회
전각-모멘트-변위를 data file로 작성하는 것은 쉽다. 하
지만 실험 data를 얻는다는 것이 쉽지 않고, 논문에 그림
으로밖에 접근할 수 없을 때에는 곡선을 충분히 나타낼
수 있는 점들을 찍어 data로 만들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data를 변환할 때 큰 어려움이 없는 단조 가력인
경우와는 달리 반복가력인 경우는 탄성 구간에서는 선이
거의 겹치고, 소성구간에서는 하중 step별 몇 번째 반복
거동인지 알아보기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반복
가력인 경우는 하중 step별로 대표되는 한 set의 곡선만
을 사용하였다.

3. PRCC database Examples
2장에서 설명한 PRCC database의 예를 박수희(6) 연구결
과로 들어보면 databse 내에서 논문 일련번호는 42번이며
(7, 8, 9)
과 표준반복가력(10, 11, 12, 13) 실험 데이터
단조가력
가 둘 다 있는 경우이다. 접합상세는 Detail_CS
_042_02.jpg로 Figure 8에 나타내었고, 단조가력 M-θ 곡
선은 MR_M_042_01.jpg로 Figure 9에 표준반복가력 M-θ
곡선은 MR_CS_042_01.jpg로 Figure 10에 나타내었다.
MR_M_042_01.jpg에 Eurocode 3 classification과 중첩한
것은 MR_M_042_01E.jpg이며 그 결과 반강접으로 분류되며
Figure 11에 나타내었다. MR_CS_042_01.jpg에 Eurocode 3
classification과 중첩한 것은 MR_CS_042_01E.jpg이며 그
결과 반강접으로 분류되며 Figure 12에 나타내었다.
Figure 11와 Figure 12에 빨간색 실선으로 되어 있는 것
이 Unbraced Frame인 경우 Rigid와 Semi-rigid의 경계와
Semi-rigid와 Flexible의 경계이다. 검정색 실선으로 되
어 있는 것은 Bbraced Frame인 경우 Rigid와 Semi-rigid
의 경계이다.

Fig. 6 ANSI/AISC SSPEC-2002 cyclic loading program
Data 파일명은 하중가력 형태, Database 논문 일련번
호와 논문내 실험 specimen 번호로 Figure 7과 같이 정
리하였다.
따라서
단조가력인
경우
Data는
MR_M_000_00.txt,
표준
반복가력인
경우는
MR_CS_000_00.txt,
임의
반복가력인
경우는
MR_CX_000_00.txt로 수치적 data로 접근이 가능하다. 시
각적 접근으로는 2가지 그래프로 나타내었다. Data 파일
과 이름이 같은 그림 파일 MR_M_000_00.jpg은 모멘트-회
전각 곡선을 나타내고, M-θ 곡선에 Eurocode 3 접합부
분류를 중첩시켜 MR_M_000_00E.jpg로 나타내었다. 구조해
석 입력에 필요한 접합부 model은 간단히 Linear model과
Three-parameter power model에 대해서만 수치적 자료가
엑셀 문서 MR_M_000_00.xlsx로 정리하였다.

Fig. 8 접합부 상세 Detail_CS_042_02.jpg

Paper No.
Specimen No.

MR_M_000_00.txt
M : Monotonic loading
CS : Standard Cyclic loading
Cx : Nonstandard Cyclic loading

Fig. 9 단조가력 M-θ 곡선 MR_M_042_01.txt

Moment-Rotation
Fig. 7 Data file 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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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기존의 합성반강접(Partially Restrained Composite
Connections) 보-기둥(Beam-Column) 접합부에 대한 이론
및
실험
논문들로부터
모멘트-회전각(M-θ,
Moment-Rotation)에 대한 Database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문헌조사시 관련 Keyword는 합성보, 보-기둥 접합부, 반
강접과 합성반강접 접합부였다. 현재는 국내 최신 연구만
으로 Database가 구축되었지만 앞으로 관련 Keyword에 대
한 외국 연구 논문들과 신형상 PRCC 보-기둥 접합부에 대
한 추가 연구에 대해서도 Database가 업그레이드 될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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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매장의 합성 반강접 CFT 기둥-보 접합부 구조의 경제성 평가
The Structural Economical Efficiency Evaluation of Partially Restrained
Composite CFT Column-to-Beam Connection by Outlet building
박 영 욱* · 김 선 희** · 김 요 숙*** · 김 대 중**** · 최 성 모*****
Park, Young-Wook · Kim, Sun-Hee · Kim, Yo-Suk · Kim, Dae-Joong · Choi, Sung-Mo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liberate on design application for a structure of beam with partially restrained
composite connection to CFT column. It was intended to apply an economic and stable component by adjusting stiffness
ratio of column connection through partially restrained composite connection. As a result of the review of stability of the
structure, it was confirmed that in case of a low-rise building as a moment frame, it could be resisted without brace, as
stiffness was increased when taking advantage of partial restrained composite connection by composite action.

1. 연구배경 및 목적

결합되어 있는 형태로 되어 합성으로 적용할 수 있으나
합성부재의 적용으로 해석의 어려움 때문에 단순보만 적
용하고 일반 보는 일반적으로 슬래브 강성을 무시하고 해
석 후 설계를 하고 있다. 실제 지진이 발생 시 슬래브가
보에 결합되어 있어 보강성만으로 평가한 거동과 일치되
지 않게 파괴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되기도 한다. 반강접
은 특히, 접합부의 회전강성을 평가하여 실 거동특성을
반영하여 설계하므로 슬래브의 합성을 고려한 합성반강접
거동으로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와 같은 합
성반강접 접합부는 사용하중 하에서 강접합과 유사한 거
동을 보이며, 극한상태에서 뛰어난 연성과 에너지 소산능
력을 보인다. 또한, 접합부의 설계 물량이 강접합보다 감
소되어 비용 절감 효과가 있으며 핀접합보다 시공성이 크
게 떨어지지 않는 장점이 있다. 특히, CFT 각형 기둥-보
접합부에 합성반강접 접합을 적용할 경우, 기둥의 접합부
의 보의 모멘트가 작아져 모멘트 접합의 강관 내 다이아
프램을 제거할 수 있어서 시공성이 우수하다. 또한, 철골
반강접에 비해 합성반강접 접합는 슬래브가 보와 합성거
동을 하여 추가적인 강도와 강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철
골 단면이 감소되고 적재하중에 의한 변형을 최소화할 수
있다. 이러한 CFT 기둥과 합성반강접 접합을 가진 보의
두 가지 구조 형식의 단점은 모두 접합부부분의 시공이
쉽지 않다는 이유이므로 접합부 개발을 통하여 구조물의
설계의 적용성을 연구해보고자 한다. 접합부 개발에 선행
하여 구조물의 합성반강접의 거동 특성을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그 이유는 개발된 접합부가 아무리 시공성이 좋
다하여도 경제성이나 안정성에서 장점이 있어야 설계로
적용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골조가 횡저항을
직접하는 비가새 골조와 RC코아가 횡력에 저항하는 가새
골조를 우선 대상으로 선정하여 안정성과 경제성을 분석
하였다.

철골조의 경우 강접합으로 보 설계 시 단부 모멘트의
값이 중앙부 모멘트보다 일반적으로 크지만 단일 부재 설
계로 중앙부의 경우는 여력이 있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중앙부의 부재는 내력상 여유가 있으므로 단부 중앙부를
다른단면을 적용하거나 Hunch를 두는 등 변단면 부재로
적용하기도 한다. 기존 Rolled 부재의 적용 시에는 적용
하기가 어려움이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단부 중압부
의 모멘트의 값의 차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으로 반
강접 설계에 대한 연구가 꾸준히 이루어져 왔으나 접합부
의 형태 및 강성에 따른 회전각 크기(그림1참조)들을 실
험을 통해 이론식으로 밝혀내는 것이 쉽지 않으며 H-형강
의 기둥과 접합하는 경우 약축 방향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반강접이 가지고 있는 장점인 부재의 효
율성, 경제성과 지진에 대한 안정성을 갖고 있음에도 불
구하고 적용되지 못하는 이유가 되고 있다.

Fig1. 접합부의 모멘트-회전각관계
CFT기둥은 우수한 장점을 비롯하여 강-기둥 약보의 형
태를 취하여 붕괴의 안정성을 취할 수 있지만, 접합부의
시공성이 떨어져 잘 적용되고 있지 않다. 보는 슬래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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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석 대상 및 방법

용하고 지진저항시스템은 반응수정계수를 모멘트골조의
경우로 6.0, 철골중심가새 골조를 적용 시에는 5.0를 적
용하였다. 보철골과 CFT 기둥의 철골은 SM490으로 콘크리
트 압축강도는 50Mpa를 적용하였다. 부재크기는 수직하
중에 저항하는 것을 기준으로 아래 표2와 같이 정하였다.
그 이유는 부재는 횡력이 작용하더라도 하중조합이 수직
하중에 의한 값보다 작은 경우에 가장 경제적일 것이다.
횡하중이 발생 시 횡변위나 층간변위가 허용치를 상회하
는 경우는 부재를 횡저항하도록 키우는 것보다 새로운 횡
저항 구조시스템을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연구도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였다.

반강접의 비가새골조와 가새골조의 두 가지 경우를 기
준으로 하였다. 반강접골조를 횡저항하도록 하는 비가새
골조의 경우 10층 이하에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연구
가 있어 저층건물을 선정하여 모멘트골조 저항능력을 평
가를 하고자 하였다. 저층으로 지진의 영향이 비교적 크
므로 지진에 의한 층간변위를 검토하여 타 시스템을 추가
하지 않고 골조로 지진하중에 저항할 수 있는지 연구하였
다. 따라서, 대상 건물인 저층건물은 철골사용이 가장 빈
번한 할인매장을 기준으로 선택 하였다. 할인매장은 적재
하중이 커서 합성반강접의 경우 시공 중에는 단순보로 적
용한 후 콘크리트 타설 후 설계하중은 반강접의 설계를
고려하므로 적재하중이 큰 건물에 적용하는 것이 경제성
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건물을 대상으로 강접과 반
강접, 합성강접, 합성반강접의 4가지 경우를 해석을 하여
전체변위, 층간변위를 검토하여, 합성반강접의 거동특성
과 적용방안을 연구하고 각 조건에 맞는 구조 부재를 설
계한 후에 물량비교를 통하여 CFT 기둥의 합성반강접의
설계의 적용성을 평가해보도록 한다. 해석은 Midas Gen을
이용하여 보부재 단부의 조건으로 partially released를
적용하였다. 전체 횡변위는 H/400을 기준으로 하고, 층간
변위는 KBC2009에 따라 0.015를 허용치로 정하였다. 그림
2와과 같이 5층의 건물로 1~2층은 매장으로 사용되며 3~5
층과 지붕층은 주차장 용도로 사용한다. 모듈은 가로방향
은 10m 길이로 7개 경간으로 총길이 70m, 세로방향은 8m
길이로 7개 경간으로 총길이 56m이다. 층고는 할인매장으
로 사용하는 곳은 5.4m와 주차장 용도로 사용하는 곳은
4.5m로 총 높이는 24.3m이다. 적용하중은 표1과 같다.

Table 2. 할인매장 적용 부재크기
No.
SG1
SG2
SG3
SG4
SB1
SB2

3.

적재하중

No.
C1
C2
C3
C4
C5

부재
□-400x400x12
□-300x300x12
□-300x300x12
□-350x350x12
H-344x348x10x16

접합조건에 따른 안정성(변위)비교

안정성은 철골부재만으로 강접조건과 슬래브가 같이
역할을 하는 합성강접조건을 검토하고 이 두 가지 조건에
반강접은 50%를 기준으로 검토하였다. 그 결과는 표3과
같다. 해석결과 저층건물이므로 풍하중에 의한 변위는 모
두 H/400이하로 만족을 하고 있다. 지진에 대한 층간 변
위비는 X 방향에 대하여서는 합성이 아닌 골조 해석한 경
우는 모두 허용치를 벗어나고 있다. Y 방향에 대하여서는
합성이 아니며 반강접인 경우만 허용치를 벗어나고 있다.
표4에서 보듯이 합성이 되었을 경우의 강성 증가를 평가
해보았다. 철골조의 강접상태를 100%강성이라고 기준을
설정하였을 경우에 슬래브 역할을 고려한 합성이 강접을
비교할 경우에는 X방향은 80%로 Y방향은 48% 증가함을 알
수 있다. 반강접의 경우는 X방향은 44% 감소하고 Y방향은
27% 감소하였다.
Table 3. 강접과 반강접 안정성 비교

Table 1. 적용하중
고정하중

부재
H-500x200x10x16
H-396x199x7x11
H-606x201x12x20
H-404x201x9x15
H-446x199x8x12
H-198x99x4.5x7

마감
슬래브(150mm)
천정
0.60 kN/㎡ 3.60 kN/㎡ 0.50 kN/㎡
4.70 kN/㎡
6.00 kN/㎡

Case
X
변위
Y
(cm)
X
변위비
Y
층간
변위비

X
Y

강접
1.955
1.920
H/1243
O.K
H/1266
O.K
0.0169
N.G
0.0139
O.K

합성강접
1.088
1.293
H/2233
O.K
H/1879
O.K
0.0094
O.K
0.0910
O.K

반강접
3.518
2.631
H/691
O.K
H/924
O.K
0.0201
N.G
0.0192
N.G

합성반강접
1.646
1.575
H/1476
O.K
H/1543
O.K
0.0142
O.K
0.0113
O.K

Table 4. 접합조건에 따른 건물 강성 평가
접합조건

Fig 2. 할인매장 평면골조도 (해석대상)

X

외벽은 경량재 마감으로 1.00 kN/㎡로 적용하였다.
풍하중은 서울지역을 기준으로 설계 풍속 25m/sec, 노풍
도 B, 중요도 계수를 1.0으로 가정하였다. 지진하중은 서
울지역을 기준으로 중요도계수는 1.2, 지반계수 Sc로 적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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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위
대표강성
강성비
변위
대표강성
강성비

강접

합성강접

반강접

합성반강접

1.955
0.5115
100%
1.92
0.5208
100%

1.088
0.9191
180%
1.293
0.7734
148%

3.518
0.2843
56%
2.631
0.3801
73%

1.646
0.6075
119%
1.575
0.6349
122%

합성반강접은 X방향은 19%로 Y방향은 22% 증가함을 알
수 있다. 즉, 철골로만 검토한 경우의 강접골조보다 강한
것을 알 수 있다. 좀 더 보수적인 조건을 선호하는 설계
를 위해서 합성작용을 배제할 경우에 X방향은 강접을 적
용하여도 층간변위가 허용치를 벗어나므로 가새를 설치하
여 허용치 내로 들어가도록 한 후에 Y방향에 반강접을 적
용 시 가능한 허용치를 평가하여 보았다. 이 해석을 X방
향은 60% 반강접에 철골브레이스를 설치하여 X방향의 층
간변위를 만족시킨 후에 각 반강접 비율을 50%~100%까지
10%단위로 증대하면서 해석하였다. 본건물의 경우에 Y방
향의 경우 브레이스를 설치하지 않을 경우에 층간변위가
허용치내로 가능한 반강접 접합 상태는 표5와 같이 80%인
것을 해석을 통하여 확인을 하였다.

Fig 5. 강접골조의 SG3의 모멘트 다이어그램

Table 5. Y방향 반강접 비율에 따른 층간 변위 비교
반강접비
층간변위
판정

4.

(X방향 60%반강접+가새설치조건)
0.5
0.6
0.7
0.8
0.9
1.0
0.0185 0.0169 0.0158 0.0149 0.0143 0.0137
N.G
N.G
N.G
O.K
O.K
O.K

강접과 반강접과의 경제성 분석
Fig 6. 50% 반강접골조의 SG3의 모멘트 다이어그램
Table 6. 강접, 반강접 모멘트 비교

합성반강접의 안정성에 대한 확인을 하였으나 아직 실
용적 사용을 위해서는 해석에 대한 검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해석은 보수적으로 접근으로 반강접을 적용하였
고 강접과 반강접 부재의 경제성을 분석하였다. X방향의
골조는 그림3과 같이 등분포하중을 받는 보로서 고정일
경우에 단부모멘트와 중앙부 모멘트의 차이가 최대 2배이
다. 단부와 중앙부의 모멘트가 거의 같도록 한 것이 기둥
접합부에 60%가 가장 경제적인 것으로 그림4와 같이 해석
되었다. 중앙부 정모멘트는 66% 증가하였고 기둥단부 부
모멘트는 34%감소하였다.

부재
SG1
SG2
SG3
SG4

강접
Mu(kN/㎡) Vu(kN)
592.26
337.79
278.76
163.64
746.4
370.55
337.31
155.15

반강접
감소비율 비고
Mu(kN/㎡) Vu(kN) Mu Vu
하중
431.25
323.17 27% 4% 등분포
230.32
161.93 17% 1% 등분포
722.08
359.31 3% 3%
집중
331.08
157.74 2% -2% 집중

등분포하중이 작용하는 SG1과 SG2보는 반강접을 60%를
적용하였을 경우에 최대모멘트가 27%와 17% 로 감소하였
다. 그러나 집중하중이 작용하는 SG3와 SG2는 강접비율이
50%로 저감하여도 3%, 2%밖에 저감되지 않았다. 반강접
성능을 극대화 하기위해서는 선택적으로 등분포하중이 작
용하는 보에만 적용하는 것이 효율적임을 알 수 있다. 또
한, 집중하중이 작용하는 부분은 횡하중의 안정성 내에서
변위를 검토하여 합성비율을 조정하면 접합부의 모멘트값
의 차이는 별로 없다하더라도 반강접 접합부를 사용하므
로 CFT기둥 내에 내 다이아프램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
을 것이다. 저감된 모멘트를 기준으로 하여 강접과 반강
접 보의 설계를 재조정한 결과를 표7과 표8에 정리를 하
였는데 부재는 SG1과 SG2만 줄었음을 알 수 있다. 두 부
재의 물량은 SG1은 11% SG2는 13% 감소하였다.
반강접비율에 의하여 모멘트는 SG1은 27%, SG2는 17%
감소를 하였으나 부재는 그것과 일치하게 감소하지는 않
았다. 그 이유는 철골 rolled 부재를 사용하므로 내력이
여유있더라도 생산되는 부재가 없기 때문이다. 타부재는
반강접의 효과가 크지 않아 물량저감의 효과가 없어 전체
적인 물량의 경감을 고려해보면 전체 철골물량에서 26ton
이 저감하여 2.6%의 절감효과를 보였다. 물량의 절감은
위와 같지만 철골부재를 반강접을 적용하여 모멘트나 하
중이 저감되기는 했지만 rolled 부재를 사용하므로 같은
부재를 사용한 경우도 발생하므로 본 건물의 경우에 내력
의 여유치의 증감을 표9에 검토해본 결과 평균 약 3.91%
의 여유치가 생긴 것을 알 수 있다. 즉, 건물이나 상황에

Fig 3. 강접골조의 SG1의 모멘트 다이어그램

Fig 4. 60% 반강접골조의 SG1의 모멘트 다이어그램
그러나, Y방향의 골조는 집중하중을 받는 보로서 고정
일 경우에 단부모멘트와 중앙부 모멘트의 같거나 비슷한
경우가 많다. 본 골조의 경우도 그림5에서 보듯이 약 1배
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를 보를 50% 로 반강접 상태로
조정하여도 그림6과 같이 모멘트의 차이가 변화가 크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해석결과를 표6에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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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나타내었다. 그 결과 등분포 하중만 작용하는 보만 합
성반강접을 적용할 경우에 강접에 비하여 6%로 절감이 되
었다. 반강접에 비하여는 3.5%의 절감비율을 갖고 있다.
Table 10. 접합별 부재 비교
(a) SG1

따라 3%~7% 정도의 물량 절감이 가능하다는 것을 시사하
고 있다. 표10의 보 설계를 위하여 적용된 최대 값은 횡
하중 하중조합이 아닌 수직하중이 작용하는 1.2DL+1.6LL
경우임을 확인하였다. 즉, 국내의 경우 경간의 차이가 매
우 크지 않는다면 지진이나 풍하중에 의하여 모멘트 값이
기둥과 접합부에 정모멘트가 발생하는 경우는 없다고 할
수 있다.
Table 7. 강접합의 할인매장 적용 부재크기
부재

강접

비율

SG1 H-500x200x10x16 0.99
SG2 H-396x199x7x11 0.893
SG3 H-606x201x12x20 0.959
SG4 H-404x201x9x15 0.941
SB1 H-446x199x8x12 0.936
SB2 H-198x99x4.5x7
0.11
C1
ㅁ-400x400x12
0.826
C2
ㅁ-300x300x12
0.887
C3
ㅁ-300x300x12
0.887
C4
ㅁ-350x350x12
0.867
C5 H-344x348x10x16 0.943
#. 하중조합2는 1.2DL+1.6LL

Mu(kN-m) Pu(kN)
592.26
278.76
746.4
337.31

24.56
108.2
95.9
188.8

4710
2250
2161
226
3421

하중
조합*
2
2
2
2
2
2
2
2
2
2
2

절감비
As 응력 Mu ΦMn
부재 (H형강) (㎠) 비 (kn.m) (kn.m)
강접대 반강접대
강접 500x200x10x16 114.2 0.99 592.3 600.5
반강접 498x199x9x14 101.3 0.83 431.3 523.7 11%
합성강접 498x199x9x14 101.3 0.99 592.3 599.2 11%
합성반강접 400x200x8x13 84.12 1.00 431.3 430.1 26%
17%
조건

물량
(ton)
188.3
39.7
162.8
42.3
171.7
5.8
245.7
52.0
52.0
21.9
22.3
1004.5

(b) SG2
절감비
As 응력 Mu ΦMn
부재 (H형강) (㎠) 비 (kn.m) (kn.m)
강접대 반강접대
강접
396x199x7x11 72.2 0.893 278.8 312.2
반강접 350x175x7x11 63.1 0.908 230.3 253.6 13%
합성강접 346x174x6x9 52.7 0.95 278.8 292.9 27%
합성반강접 346x174x6x9 52.7 0.79 230.3 292.9 27%
17%
조건

Table 11. 접합별 전체물량 비교
조건
강접
반강접
합성강접
합성반강접

Table 8. 반강접합의 할인매장 적용 부재크기
부재

강접

비율

Mu(kN-m)

SG1
H-498x199x9x14 0.828
SG2
H-350x175x7x11 0.908
SG3 H-606x201x12x20 0.927
SG4
H-404x201x9x15 0.923
SB1
H-446x199x8x12 0.936
SB2
H-198x99x4.5x7 0.109
C1
ㅁ-400x400x12
0.767
C2
ㅁ-300x300x12
0.836
C3
ㅁ-300x300x12
0.895
C4
ㅁ-350x350x12
0.806
C5
H-344x348x10x16 0.943
#. 하중조합2는 1.2DL+1.6LL

Pu
(kN)

431.25
230.32
722.08
331.08

19.56
92.68
119.41
200.42

4631
2281
2200
226
3421

하중
조합
2
2
2
2
2
2
2
2
2
2
2

물량
(ton)
167.0
34.7
162.8
42.3
171.7
5.8
245.7
52.0
52.0
21.9
22.3
978.2

6. 결론
(1) 등분포하중이 작용하는 부재의 경우에는 단부 모
멘트를 20~30% 정도 감소하여 반강접의 적용이 구조물의
경제성을 확보하기가 유리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등분
포하중이 작용하는 보는 합성반강접 보의 적용이 바람직하다.
(2) 집중하중이 작용하는 보는 반강접의 효과가 미미
하다. 강접이나 반강접이나 발생하는 모멘트의 저감비율
이 2~3%정도로 적었다.
(3) 등분포가 작용하는 보의 합성성능을 고려할 경우
에는 강접보보다 26% 물량 감소가 가능하고 반강접보보다
17%감소가 가능함을 알 수 있다. 전체물량은 강접대비 6%
절감이 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등분포 하중을 작용하는
보만 적용하여도 충분한 경제성이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4) 하중 조합의 모멘트 최대값을 검토한 결과 지진이
발생하여도 단부 접합부분은 부모멘트가 발생하고 수직하
중 조합 내에 머무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중ㆍ약진
지역인 경우 기둥과의 접합부분은 지진에 의해 하단부의
모멘트가 바뀌는 상황은 발생하기가 어려움을 알 수 있다.

Table 9. 강접합과 반강접합의 내력비 비교
SG1
SG2
SG3
SG4
SB1
SB2

강접합
0.99
0.893
0.959
0.941
0.936
0.11

반강접
0.828
0.908
0.927
0.923
0.936
0.109

증감 부재
16.36% C1
-1.68% C2
3.34%
C3
1.91%
C4
0.00%
C5
0.91% 평균

강접합
0.826
0.887
0.887
0.867
0.943
0.840

반강접
0.767
0.836
0.895
0.806
0.943
0.807

총물량 (ton) 절감비(강접대) 절감비(반강접대)
1004.5
978.2
2.62%
972.5
3.18%
944.1
6.01%
3.48%

증감
7.14%
5.75%
-0.90%
7.04%
0.00%
3.91%

5. 합성반강접보의 경제성 분석
감사의 글
상기 보 중 구조부재 절감에 영향을 가장 크게 미치는
SG1와 SG2를 대상으로 내력을 표10과 같이 검토하였다.
표10(a)에서 보듯이 SG1의 경우는 강접대비 합성반강접의
설계를 할 경우에는 약 26%의 절감 효과를 보였으며 반강
접 대비 17%의 절감효과를 볼 수 있다. SG2는 표10(b)와
같이 강접대비 합성반강접의 설계를 할 경우에는 약 27%
의 절감 효과를 보였으며 반강접 대비 17%의 절감효과를
볼 수 있다. SG2는 합성반강접의 경우 시공하중에 의해
부재크기가 결정되어 합성강접의 부재 이하로 절감할 수
가 없었다. 이를 전체 골조의 비율을 비교한 결과를 표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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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FRP 보강 직사각형 RC벽체의 충돌거동 수치해석
Numerical Analysis of Impact Behavior of Rectangular RC Walls
Strengthened with GFRP
노 명 현* · 이 상 열**
Noh, Myung-Hyun · Lee, Sang-youl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s impact damage behavior of a reinforced concrete structure that undergoes both a shock impulsive
loading and an impact loading due to the air blast induced from an explosion is performed. Firstly, a pair of multiple
loadings are selected from the scenario that an imaginary explosion accident is assumed. The rectangular RC walls
strengthened with Glass Fiber Reinforced Polymer (GFRP) are considered as a scheme for retrofitting rectangular RC wall
structures subjected to multiple explosive loadings and then the evaluation of the resistant performance against them is
presented in comparison with the result of the evaluation of a rectangular RC wall without retrofit. Also, in order to
derive the result of the analysis similar to that of real explosion experiments, which require the vast investment and
expense for facilities, the constitutive equation and the equation of state (EOS) which can describe the real impact and
shock phenomena accurately are included with them. In addition, the numerical simulations of two rectangular RC walls
are achieved using AUTODYN-3D, an explicit analysis program, in order to prove the retrofit performance of a
GFRP-strengthened rectangular RC wall.

1. 서 론

인한 재료 변형을 묘사할 수 있는 상태방정식을 포함시킨
정교한 해석을 수행하게 된다. 충돌해석에 사용된
해석에 사용된 콘크리트 구성모델로서 Riedel et al.
(1999), Riedel (2000)에 의해 정립된 RHT 콘크리트 모델
을 적용한다. RHT 모델은 일반적인 취성재료를 분석하기
위한 모델로서 압력경화, 변형률 경화, 변형률 속도 경
화, 누적손상, 변형률 연화 등과 같은 충돌현상에서 발생
하는 여러 특징을 도입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이
모델에서는 식 (1)～(3)로서 제시되는 탄성 한계면
( Y e la s tic ), 재료 파괴면( Y fa il ), 파손된 재료의 잔류

본 논문에서는 먼저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 인근에서
폭발로 발생할 수 있는 동적하중의 종류와 특성을 제시하
고 이러한 동적하중이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에 작용하게
되는 경우에 구조물에서 발생하는 극도의 비선형 거동 특
성과 손상 모드의 종류를 간략히 고찰한다. 다음으로, 이
러한 복잡한 충돌손상 현상을 시뮬레이션을 통한 검토를
수행하기 위한 GFRP 보강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의 해석모
델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간략히 소개한다. 이후, 폭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복합 폭발하중 시나리오를 선정하고
이론적 배경을 토대로 모델링된 해석대상 구조물의 충돌
해석 과정을 통해 복합 폭발하중에 노출된 GFRP 보강 철
근 콘크리트 구조물이 폭풍파에 의한 압력과 비산된 파편
에 의해 소요성능을 확보할 수 있는지 검토한다. 소요성
능은 해석결과로 나타난 충격 손상모드와 파편억제 성능
을 통해 평가하여 제시하며, 궁극적으로 충돌 보강설계의
하나의 방안으로서 GFRP의 적용성을 평가하고자 한다.

강도면( Y

*
r e sid

)과 같은 세 강도 면을 도입하여 충격과

충돌을 받는 콘크리트 재료의 비선형적 손상거동을 효과
적으로 묘사할 수 있다.
Y

e la stic

= Y

fa il

∙F

e la stic

∙F

C A P (p)

(1)
Y

fa il

= Y

Y

*
r e s id

TXC ( p) ∙

R

3 (θ ) ∙ F R A T E ( ε̇ )

(2)

2. 수치해석 모델 및 결과

= B

* M

* p

(3)
2.1 충돌해석의 재료 모델
본 연구에서는 폭발 및 충돌 실험을 수행하지 않더라
도 실제 폭발로 인한 충격과 충돌 현상을 정확하게 묘사
하기 위하여 고변형률과 고변형률 속도가 고려된 구성방
정식을 포함시키고, 밀도변화에 따른 충격파 전파와 이로

식 (1)에서 F
의 비,
응력을
Y

TXC

F

e la s tic

은 파괴면 강도에 대한 탄성 강도

은 정수압력( p ) 상태의 탄성 편차
제한하는
함수이며,
식
(2)에서

= f

C A P ( p )

c

[A(p

*

-p

* 정회원․ RIST 강구조연구소 토목연구본부 선임연구원, E-mail: mhnoh@rist.re.kr - 발표자
** 정회원․ 국립안동대학교 공과대학 토목공학과 조교수, E-mail: leesangyoul@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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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 a ll

F

̇
RATE ( ε))

N

] 이고, 여

기서, f

c

지수,
p

*
sp a ll

GFRP는 복합재를 적층한 쉘 요소로 각각 모델링하였다.
또한 극심한 변형으로 인한 매쉬 얽힘(tangling) 현상을
제거하기 위하여 기하학적 순간 변형률에 근거한 요소소
진 알고리즘을 적용하였고, 파편이 표적 구조물에 충돌하
는 경우 접촉(contact) 알고리즘을 적용하였다.
순간적인 폭발하중에 의한 구조물의 비선형 동적 해석
을 수행하기 위해 복합적(multiple)인 커플링 해석에 적
합한 외연적(explicit) 유한요소해석 프로그램인 AUTODYN
을 통하여 수치실험을 수행하고 GFRP로 보강된 철근 콘크
리트 구조물의 보강성능을 평가하였다(Century Dynamics,
2007).

는 압축강도, A 는 파괴면 상수, N 은 파괴면
*

p
*

= p

는

(f

t

f
/f

c

),

c

로
F

정규화한
̇
RATE ( ε )

압력,

은 변형률 속도

함수, R 3 ( θ ) 는 날줄비 (meridian ratio) Q 2 와 제
2, 3 불변량의 함수로서 모델의 세 번째 불변량 의존성을
정의하며, θ 는 콘크리트 입자 사이의 각도, ε ̇ 는 변형
률 속도이며, 식 (3)에서 B 는 잔류파괴면 상수, M 은
잔류파괴면 지수이다.
충격 및 충돌 하중 상태의 보강 철근의 비선형 거동을
정확히 묘사하기 위해서는 철근의 변형률 경화, 변형률
속도 경화, 열적 연화효과가 고려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
서는 식 (4)와 같이 재료의 항복응력( Y )을 속도 의존
적, 탄소성 거동으로 잘 묘사할 수 있는 John-Cook 모델
(Johnson and Cook, 1983)을 채택하여 콘크리트에 묻힌
철근을 모델링 한다.
Y = [Y

0

+ B ε np ][ 1 + C lo g ε *p ][ 1 - T

2.3 폭발하중 가정
본 연구에서는 418.3mm의 반경을 갖는 500kg 상당의
구형 TNT가 지표면으로부터 1,750mm, 표적 구조물로 부터
5,000mm 떨어진 지점에서 폭발하는 경우를 가상 폭발사고
로 고려하였다. TNT 폭발로 인해 고에너지의 압력파가 폭
풍파 형태로 1.75ms 후에 표적 구조물에 도달하여 극심한
충격 손상을 지속적으로 가하고 3.05ms 시점에 직경이
100mm인 원주형 파편이 표적 구조물에 100m/s의 속도로
충돌하여 국부적인 충돌손상을 가하는 복합적 폭발하중
시나리오를 구성하였다.

m
H]

(4)
여기서, Y 0 는 초기 항복강도, ε p 와 ε *p 는 각각
소성 변형률과 정규화된 유효 변형률 속도를 의미하고,
재료상수,
B,
C,
n,
m은
T h는
T

h

= (T - T

ref )/ ( T m elt -

T

(homologous)온도이며, 여기서

ref )

T

2.4 수치해석 결과

로서 구해지는 상응
ref

와

T

m e lt

수치실험 결과, 초기 폭풍파가 지배적인 상태
(1.75~3.05ms)에서는 두 구조물 모두 폭풍파로 인한 충격
압이 콘크리트 벽체에 전체적으로 전달되어 전반적 손상
을 야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GFRP를 보강하지 않은 철근 콘크리트 벽체 구조물의
경우 폭풍파와 파편 충돌에 의한 복합작용으로 인해 벽체
의 파괴가 전반적 및 국부적으로 모두 크게 발생하였다.
반면, GFRP로 보강된 철근 콘크리트 벽체 구조물의 경우
는 미보강한 경우에 비해 파손상태가 비교적 양호하게 나
타났다. 특히, 뛰어난 인장강도와 인성을 보유한 GFRP 보
강으로 벽체 후면에는 콘크리트 파쇄, 복합재 파괴, 파편
관통 현상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 Table 1에 본 연구
범위에서 GFRP 보강유무에 따른 철근 콘크리트 벽체의 손
상모드와 처짐발생 범위가 간략히 요약 제시된다.
GFRP를 보강한 철근 콘크리트 벽체의 경우 벽체 후면
에 콘크리트 파쇄, 복합재 파괴, 파편 관통 현상 등이 전
혀 발생하지 않아 GFRP의 보강성능이 입증되었다. 따라서
기존 구조물의 충돌 저항에 대한 보강이 요구되는 경우
GFRP의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는 각각

기준 및 융점온도를 나타낸다.
콘크리트에 완전 부착하여 거동하는 것으로 모델링 하
는 GFRP는 직교이방성 재료로서 식 (5)와 같이 선형탄성
거동을 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주변형률 방향의 임계 변
형률 도달 후 급격한 취성파괴를 겪는 것으로 모델링한
다.
[σ]

n + 1

= [ σ ]

n

+ [ C ][

ε̇ ] Δ t

(5)
여기서, [ C ] 는 9개의 독립된 성분을 갖는 직교이
방성 판의 재료강성 행렬을 나타낸다.
2.2. 적용된 충돌해석의 수치기법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의 인근에서 TNT 폭파 시뮬레이
션은
3차원
해석에
앞서
2차원
복합
물질
(multi-material) Euler solver를 통해 폭파지점부터 표
적 구조물 지점까지의 폭풍파 해석을 수행하고, 이 후
TNT와 공기를 3차원 실제공간 상에 그대로 맵핑하여 고에
너지의 이상기체로 해석을 수행하는 Euler-FCT (Flux
Corrected Transport) solver를 적용하여 해석시간을 크
게 단축시켰다.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과 GFRP 보강재는 손상 거동을
정확히 관측하기 위해 Lagrange solver를 적용하였고 폭
풍파의 충격압을 고려하기 위한 Euler solver와 커플링하
였다. 특히, 효율적인 Lagrange solver를 구성하기 위해
콘크리트의 경우는 3D 솔리드 요소로, 철근은 빔 요소로,

Table 1 GFRP 보강 유무에 따른 손상모드와 벽체의
처짐발생 범위 (26.64ms)
GFRP
보강유무
미보강
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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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적
손상모드
동적 직접
전단 파괴
휨 대변형
발생

국부적
손상모드
파쇄,관입,
직접관통
관입

벽체의 처짐
< 190mm
< 230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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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신소재 적층구조의 2차원 유한요소 층간분리 모델
Two-dimensional Finite Element Delamination Model of Laminated
Composite Structures
이 상 열* · 장 석 윤**
Lee, Sang-Youl · Chang, Suk-Yoon
ABSTRACT

The finite element model of various laminated composite structures with delamination is developed based on the
higher-order shear deformation theory. In the finite element formulation for the delamination, the seven degrees of
freedom per each node are used with transformations in order to fit the displacement continuity conditions at the
delamination region. The numerical results obtained for various composite plates and shells with delaminations are
in good agreement with those of other preceding investigations. The new results for laminated structures in this
study mainly show the effect of the interactions between the geometries and other various parameters, for example,
delamination size, the number of layer and location of delamination in the layer direction. Key observation points
are discussed and a brief design guideline is given.

1. 서 론
다양한 형태로 만들어진 복합신소재 구조는 저중량, 고
강도, 그리고 고강성 등의 장점으로 인하여 공학 분야에
서의 적용성이 증대되고 있다. 그러나 적층 구조 부재에
개구부 등이 존재하거나 개구부 주위에 층간분리현상이
발생하는 경우 정적 또는 동적거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
게 되며 경우에 따라 불안정 상태에 도달할 수 있다. 적
층구조의 해석 이론들 중에서 1차 전단변형 이론은 사각
형 판과 같은 일반적인 형태에 대하여 비교적 정확한 진
동특성을 보였다 (Reddy, 2004). 그러나 1차항 이론에서
가정되는 전단보정계수는 다양한 기하학적 조건을 갖는
적층구조의 동적 거동에 대하여 항상 정확한 결과를 장담
할 수 없다. Lee and Wooh (2004)는 경계 조건 등의 변화
에 따라 1차 전단변형 이론에 의하여 계산된 고유진동수
는 정확성이 다소 떨어지는 경우가 발생함을 규명하였으
며 고차 전단변형 이론(HSDT)을 적용하여 박스형태의 복
합재료 적층 구조물의 자유진동을 해석하였다. 이 밖에
다양한 고차항 이론을 적용한 등방성 혹은 비등방성 재료
로 구성된 적층 판구조의 동적 해석은 활발하게 이루어지
고 있다(Bhimaraddi and Stevens, 1984).
본 연구에서는 절점당 7개의 자유도를 갖는 고차항 이론
을 적용하여 다양한 형태를 갖는 복합신소재 적층구조의
두께방향으로의 3차원적 층간분리 현상을 2차원화하여 적
용할 수 있는 유한요소 모델을 개발하였다. 개발된 층간
분리 모델은 다양한 기하학적 형상을 갖는 적층 구조의
층간분리 손상에 따른 다양한 동적 특성 변화를 규명하는
데 적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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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판의 두께방향에 대한 비선형 전단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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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2차원 층간분리 모델
층간 분리를 갖는 적층 구조에 대한 유한요소법을 적
용하는 경우 Fig. 1과 같이 두께방향에 대하여 세 가지
경우의 요소에 대하여 고려할 수 있다. 즉, (1)층간분리
가 발생하지 않는 구역의 요소(Element M) (2)층간 분리
의 상부 요소(Element U) (3) 층간분리의 하부 요소
(Element L)를 의미한다. 고차항이론을 적용한 적층 구조
는 Nonconforming 요소를 사용하는 경우 모두 7개의 자유

* 정회원․ 중부대학교 토목공학과 전임강사, E-mail: leesy72@joongbu.ac.kr - 발표자
** 정회원․ 서울시립대학교 토목공학과 명예교수/(주)이산 상임고문, E-mail: changsy@uos.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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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를 갖는다. 7개의 일반화된 변위 및 회전각은 식(1)로
나타낼 수 있다.

ζ

화에 따라 5~10%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ABAQUS가 1
차 전단 판이론에 의한 해석 모듈만 제공하기 때문에 본
연구의 고차항 판이론으로 적용한 정밀해와는 결과차이가
발생함을 알 수 있다.
Table 1 4변 고정 중앙 개구부 주위 30% 층간분리
를 갖는 정사각형 적층판의 무차원 고유진동수 비교

M
3

ζ
ζ

ζ

M

2

L
3

M

ζ

L

ζ

1



2
L

25.0
5.00
2.50
1.67
1.25
1.00

1

(a) 층간분리 영역의 하부요소

ζ 3U

ζ 3M

ζ 2M
ζ 1M

ABAQUS
(FSDT,3D)
2.5585
1.2551
0.9690
0.8224
0.7286
0.6653

This study
(HSDT, 2D)
2.8295
1.3725
1.0279
0.8718
0.7763
0.7096

Difference
(%)
9.58
8.55
5.73
5.66
6.15
6.24

ζ 2U
ζ 1U

(b) 층간분리 영역의 상부요소
Fig. 2 층간분리 경계에서의 상하부 유한요소
식 (1)에서  는  ×  크기를 갖는 Identity 행렬,


  는 Lagrangian 보간함수,  ,  , 그리고  는


Hermite 보간함수, 1차 및 2차 미분을 각각 의미한다.
층간분리가 발생한 경우, 실제 3차원 경계면에서는 층간
분리 상하면 요소에 대하여 Fig. 2와 같이 중립축이 불일
치하게 된다. 그러니 2차원 요소를 사용하는 경우, 절점
변위는 중립축에서 동일해야 하므로 중립축을 서로 일치
시키기 위한 보정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층간 경계
면의 상하부 요소의 중립축과 전체중립축을 일치시키는
치환관계를 적용하였다. 예를 들면, 4 절점 요소의 경우
Element L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관계식을 적용하여
Element M의 중립축과 일치시킨다.

Fig. 3 개구부를 갖는 적층 쉘의 층간분리 위치 변화에
따른 무차원 동적 불안정영역 ( , 30%
delamination).
Fig. 3은 20개로 적층된 두께 방향에 대하여 층간분리
위치변화에 따른 동적 불안정 영역 변화를 보여준다. 중
립면에서부터 상하면으로 층간분리가 이동함에 따라 불안
정 영역의 폭은 일정하게 증가함을 관찰할 수 있다. 또한
중립면 근처에서 발생한 층간분리는 불안정 영역의 폭에
만 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두께방향으
로의 강성은 매우 크기 때문에 동적 불안정 영역의 시작
점은 층간분리 위치 변화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w%βL = w%βM
∂w%βL
∂λ1

=

∂w%βM

∂w%βL

∂λ1

, ∂λ2

=

∂w%βM
∂λ2

, β = 1, 2,3, 4

참고 문헌

(2)

1. Bhimaraddi, A. and Stevens, L.K. (1984) A hi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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φλL1β = φλM1β , φλL2 β = φλM2 β
3.

수치 예제 및 결과 분석

표 1은 4변 고정된 중앙개구부 주위 30% 층간분리를
갖는 복합신소재 사각형 적층판에 대하여 유한요소 상용
프로그램은 ABAQUS를 사용하여 3차원 모델링하여 얻은 고
유진동수와 개발된 2차원 모델링에 의하여 얻은 결과를
무차원하여 비교한 것이다. 두 결과값은 탄성계수비의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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펄트루젼 FRP 부재의 접합에 대한 실험적 연구
An Experimental Study on the Connection of
Pultruded FRP Members
최 훈* · 문 병 화** · 남 정 훈*** · 윤 순 종****
Choi, Hoon · Mun, Byung-Hwa · Nam, Jeong-Hun · Yoon, Soon-Jong
ABSTRACT
This study is pertaining to the connection of pultruded FRP members. When we design the structure using pultruded FRP
members, it is very important to connect one member to other member under the condition that could maintain the
required strength for structural safety. However, there are not any codes related with the connection of pultruded FRP
members. Therefore, it is ambiguous how to connect each member. The pull-out tests are conducted of two different
specimens and test results are analyzed for offering basic data used for making codes related with connection.

1. 서론

행되었다. 제작방법이 다른 2종류의 실험시편을 마련하여
인발실험을 실시하였고, 실험결과를 분석하여 접합에 따
른 각각의 구조적 특징을 파악할 수 있었다.

펄트루젼 FRP 부재는 우수한 구조적, 내화학적 성질로 인
해 건설구조재로도 각광을 받고 있는 재료이다. 구조적으
로 안전한 구조물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각 구조부재의 접
합이 상당히 중요하며, 각 부재의 접합부에서 소요강도
(required strength)이상의 강도가 확보되어야 한다. 하
지만, 현재 펄트루젼 FRP 부재의 접합과 관련된 설계시방
서가 없기 때문에 펄트루젼 FRP 부재를 이용하여 구조물
을 설계할 때 부재 접합이 모호한 상태이다.
강재재료와 비교 펄트루젼 FRP 부재의 경우 용접이 불
가능하기 때문에 접합은 Fig. 1에서 보여주고 있는 바와
같이 핸드레이업(hand lay-up)방법을 이용해 보강접합을
하거나, 보강판(gusset plate)와 볼트를 이용한 접합 등
으로 제한된다. 핸드레이업의 경우 FRP 하수관 등과 같이
수밀성을 확보해야 할 경우에 적용되고, 보강판과 볼트를
이용한 접합 방식은 주로 건물 등의 구조부재로 사용되는
H형 단면부재의 접합 등에 많이 적용되고 있다.

2. 펄트루젼 FRP 부재

150
10

70
10

70

150

130

R=10

10

연구를 위한 펄트루젼 FRP 부재는 폴리에스터와 유리
섬유를 사용하여 (주)경신화이바에서 Fig. 2에서 보이는
과정을 거쳐 생산되었다.

(a) 단면형태

(b) 금형

(c) 보강섬유삽입

(d) 매트릭스 함침

(a) 핸드레이업 접합
(b) 보강판+볼트 접합
Fig. 1 펄트루젼 FRP 부재의 접합
이 연구에서는 건물 등의 주요부재로 사용하기 위한
펄트루젼 FRP 부재의 접합에 관한 것으로 접합과 관련된
설계시방서 제작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기 위해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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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인발
(f) 경화
Fig. 2 펄트루젼 FRP 부재 생산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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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발실험을 위한 실험시편은 Table 1, Fig. 3에서 보
여주고 있는 바와 같이 펄트루젼 FRP와 Steel로 각각 제
작된 보강판을 이용하여 제작하였다.
Table 1 보강판 재료에 따른 인발실험시편 종류
실험시편
A-type
B-type
보강판 재료

펄트루젼 FRP

(a) 펄트루젼 FRP 보강판

Steel

(a) A-type, P  방향

(b) Steel 보강판

(b) B-type, P  방향

(c) A-type, P  방향
(d) B-type, P  방향
Fig. 5 인발실험결과

Fig. 3 인발실험시편

3. 인발실험
인발실험은 Fig. 4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세팅하여 실
시하였다.
하중은
용량
1,500  의
엑츄에이터
(actuator)를 사용하여 재하였다. 하중방향은 부재길이방
향( P  )과 부재길이직각방향( P  ) 2가지 방향으로 각각

(a) 펄트루젼 FRP 보강판
(b) Steel 보강판
Fig. 6 실험시편의 파괴모습

재하하였다. 실험결과 Table 2와 Fig. 5, 6과 같은 결과
를 얻을수 있었다. Table 2, Fig. 5, 6에서 보여주고 있
는 바와 같이 각 방향( P  , P  )의 하중에 대해 Steel 보

또한, 파괴된 시편을 조사한 결과 A-type 실험시편의 경
우 펄트루젼 FRP 보강판이 파괴되며 실험시편이 파괴되었
고, B-type 실험시편의 경우 조립을 위해 펄트루젼 FRP 부
재에 천공한 조립홀(Hole) 주위가 찢어지면서 파괴되었다.

강판을 적용하여 제작된 실험시편이 펄트루젼 FRP 보강판
을 이용하여 제작된 실험시편보다 하중저항능력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4. 결론
펄트루젼 FRP 부재의 접합을 위한 인발실험을 한 결과
부재길이 및 길이직각방향하중에 대해 Steel 보강판을 이
용한 접합이 구조적으로 성능이 우수함을 알 수 있었다.
Steel 보강판을 이용할 경우 보강판이 부식되는 등 유지
관리와 관련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지관리와 관
련된 연구가 추가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b) 변위계(LVD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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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01-2008-000-21103-0)의 연구비 지원으로 수행되었으
며, 연구비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a) 실험세팅
(c) 가격지그
Fig. 4 인발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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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형과 Box형 단면을 갖는 펄트루젼 FRP 압축재의 형상계수
Form Factor for the Pultruded FRP I-Shape and Box-Shape
Compression Members
최 진 우* · 김 재 욱** · 주 형 중*** · 윤 순 종****
Choi, Jin-Woo · Kim, Jae-Wook · Joo, Hyung-Joong · Yoon, Soon-Jong
ABSTRACT
Pultruded FRP (Pultruded Fiber Reinforced Polymeric Plastic, PFRP) members have many advantages such as high
strength and stiffness, high corrosion resistance, light weight, etc. However, it has relatively low modulus of elasticity and
also cross-section of the structural shapes is composed of thin plate components. Therefore, global buckling, local
buckling, and post-buckling strengths should be considered in the design of compression members. In the structural steel
design following AISC/LRFD, this effect, in addition to the buckling strength, is incorporated with a form factor. In this
study, referring to AISC/LRFD, form factor for the design of I-shape and Box-shape PFRP members under compression
has been suggested and discussed through the analytical study.

1. 서론

압축재에 국부좌굴이 발생할 경우, 단면을 구성하는
각 판요소는 좌굴이 발생한 후에도 추가적인 강도증가를
보이는데 이를 후좌굴강도(post-buckling strength)라고
한다. 단면을 구성하는 각 판요소의 응력은 Fig. 2에 나
타낸 것과 같이 분포한다. 국부좌굴강도와 후좌굴강도를
고려한 압축재의 공칭강도에 대하여, AISC/LRFD에 제시되
어 있는 설계식은 식 (1)과 같다(Salmon, et al., 2009)

섬유강화플라스틱(Fiber
Reinforced
Polymeric
Plastic, FRP)은 부재의 단위중량이 작은 반면 강도와
강성이 높기 때문에 구조용 부재로 사용하는데 장점이 있
다. 펄트루젼공정을 통해 생산된 FRP(Pultruded FRP,
PFRP)는 제조공정상의 특성 때문에 직교이방성으로 간주
할 수 있으며, PFRP 구조용 부재의 단면은 얇은 판요소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압축재로 사용하기 위해 설계할
때 국부좌굴 및 후좌굴에 의한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압
축재에 전체좌굴, 국부좌굴이 발생할 경우, 단면내에 발
생하는 응력은 각 판요소의 하중이 작용하지 않는 단부의
경계조건에 따라 다른 분포를 보인다. 미국 강구조 설계
기준인 AISC/LRFD의 경우, 국부좌굴이 발생할 때의 응력
분포의 영향을 형상계수(form factor)를 이용하여 압축재
설계에 반영하고 있다(AISC, 1999). 이 연구에서는 기존
의 연구 자료와 AISC/LRFD를 참고하여 PFRP 압축재를 설
계할 때 국부좌굴강도와 후좌굴강도의 영향을 고려할 수
있는 형상계수를 해석적으로 제안하였다. Fig. 1은 생산
되는 PFRP 부재의 여러 단면형상을 나타낸 것이다.

f (x )

f (x)

Stiffened
element

f max

f max

f avg

f max

Simple
Support
Unstiffened
element

Free
edge
b

Actual

(a) 단면구성

bE
2

Equivalent

(b) 복부

b

b

Actual

Equivalent

(c) 플렌지

Fig. 2 판요소의 응력분포(Salmon, et al, 2009)

    max  max

(1)

식 (1)에서  는 형상계수를 나타내며, 평균응력과 최
대응력의 비인   와 유효단면적과 전체단면적의 비인

  를 곱한 값이다.  가 1이면 국부좌굴이 발생하지 않
으며, Fig. 2와 같은 응력분포가 발생하지 않음을 의미한
다.
기존 연구에서는 PFRP 압축재에 국부좌굴이 발생했을
때의 거동을 실험을 통하여 확인하였다. Fig. 3~4는 기존
연구에서 수행한 실험과 실험결과를 각각 나타낸 것이다
(Yoon, 1993).

Fig. 1 PFRP 부재의 단면형상(Strongwell, 2010)

2. PFRP 압축재의 파괴형상과 형상계수

* 정회원․ 홍익대학교 토목공학과 박사과정, E-mail: jinu385@hanmail.net - 발표자
** 학생회원․ 홍익대학교 토목공학과 석사과정, E-mail: treefulman@nate.com
*** 정회원․ 홍익대학교 토목공학과 박사수료, E-mail: hj5898@hanmail.net
**** 정회원․ 홍익대학교 공과대학 토목공학과 교수, E-mail: sjyoon@hongik.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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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국부좌굴실험

Case1
Case2
I형
Case3
Case4
Case1
Case2
Box형
Case3
Case4

Fig 4 국부좌굴실험결과







0.945
0.937
0.954
0.967
0.783
0.766
0.782
0.809

0.823
0.820
0.822
0.860
-

0.778
0.768
0.784
0.832
0.783
0.766
0.782
0.809

3. PFRP의 형상계수
AISC/LRFD가 제시하는 압축재의 설계방법에는 단면의
형태에 따라 별도의 형상계수를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PFRP 압축재를 설계하기 위해선 국부좌굴이 발생한 후 단
면내 응력분포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범용유한요소해석 프로그램인 GTSTRUDL(Ver. 31)을 사용
하여, PFRP I형 및 Box형 단면 압축재에 국부좌굴이 발생
했을 때 발생하는 단면내 응력분포를 구하고 이를 통해
형상계수를 제안하였다. 유한요소해석은 SBHQ6 (Stretchi
ng-Bending Hybrid Quadrilateral) 요소를 사용하였으며,
재료성질을 직교이방성으로 가정하였다. 해석에 사용된
재료의 역학적 성질은 Table 1, 해석결과는 Table 2∼4에
각각 나타내었다. 또한 Fig. 5는 해석결과 판요소 내의
응력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a) 플랜지

4. 결 론
이 논문은 PFRP 압축재를 설계할 때 전체좌굴, 국부좌
굴 및 후좌굴 거동을 반영하여 공칭강도를 구하는데 필요
한 형상계수를 해석적 연구를 통해 제안하였다. 연구의
대상이 된 I형 및 Box형 단면 PFRP 압축재의 형상계수는
각각 0.768∼0.832, 0.766~0.809의 범위로 분포하였으며,
평균은 I형단면은 0.755, Box형 단면은 0.790임을 알 수
있었다. 형상계수 제안을 위하여 유한요소해석법을 사용
하였다. 제작과정에서 발생하는 잔류응력, 판요소 간의
접합각도, 섬유배치 등의 영향을 더 정확히 고려하기 위
해서는 실험을 통한 연구가 추가로 수행되어져야 한다고
판단된다.

Table 1 재료의 역학적 성질

Case1
Case2
Case3
Case4


( )


( )


( )



18.8
16.5
18.0
17.6

11.1
9.6
10.7
9.1

3.3
4.2
3.3
2.9

0.309
0.301
0.326
0.307

(b) 복부

Fig. 5 판요소의 국부좌굴 발생 후 응력분포

감사의 글

Table 2 I형 및 Box형 단면을 갖는 압축재의 

( )
Case1
Case2
I형
Case3
Case4
Case1
Case2
Box형
Case3
Case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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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0.95
189.26
192.73
195.36
158.11
154.78
159.93
16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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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45
0.937
0.954
0.967
0.783
0.766
0.782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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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I형 단면을 갖는 압축재의 

Case1
Case2
Case3
Case4

max
( )


( )



47.92
54.58
46.76
41.37

40.34
43.09
38.45
32.45

0.823
0.820
0.822
0.860

Table 4 I형 및 Box형 단면을 갖는 압축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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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등방성 적층 캔틸레버 박판 및 후판의 해석연구
Study on the Analysis of Anisotropic Laminated Cantilever Thin Plates
and Anisotropic Laminated Cantilever Thick Plates
박 원 태＊
Park, Weon Tae

＊

ABSTRACT
In this study, it is presented analysis results of bending problems in
the anisotropic cantilever thick plates and the
anisotropic laminated cantilever thin plates bending problems. Finite element method in this analysis was used. Both
Kirchoff's assumptions and Mindlin assumptions are used as the basic governing equations of bending problems in the
anisothotropic laminated plates. The analysis results are compared between the anisotropic laminated cantilever thick plates
and the anisotropic laminated cantilever thin plates for the variations of thickness-width ratios.

1. 서 론
박판이론에 의한 판의 변위 벡터 ( δ K ) , 변형률 벡터
( ε K )와

얇은 두께를 가진 등방성 탄성판의 응력해석은 고전적

각각 식(1)과 식(2)와 같이 나타낼 수 있

다.

박판이론에 의한 연구 이래로 많은 사람들의 연구대상이
되어 왔다.
그러나 재질이 비등방성이고, 전단변형의 효과를 무시

δK=

할 수 없는 두꺼운 후판인 경우에는 보다 정확한 해석을


w

θx = 

θy



{ }

위해 엄밀한 이론이 필요하게 된다.

w
∂w
∂x
∂w
∂y







(1)

ε K = { χ K}

Kirchhoff 가정에 의한 박판이론에서는 변형전에 중면에

(2)

수직인 단면은 변형후에도 평면을 유지하고 중면에 수직
이다 라고 가정하여 전단변형효과를 무시하였다. 반면에

, 여기서 χ K 식(3)과 같다.

Mindlin 가정에 의한 후판이론에서는 변형후 단면이 평
면을 유지하지만 중면에 수직일 필요는 없다 라고 가정
하여 전단변형효과를 고려하였다[1].

χK=

최근 국내에서 새로운 개념의 복합재료를 사용한 교량
의 등장과 함께 건설분야에도 전통적 재료인 등방성재료

χx
χy
χ xy

{ }



∂θ x


∂x


∂θ y


=
y



∂θ x
∂ θ y 
 - ( ∂y + ∂x ) 

(3)

가 아닌 복합재료를 사용한 구조물에 대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오고 있다.

후판이론에서의

본 연구에서는 재질이 직교이방성이고, 폭-두께비의 변

( ε M )는

화에 따른 후판 및 박판이론에 의한 해석결과를 비교 검

판의

변위벡터 ( δ M ) 와

각각 식(4)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

δ        
∂
  
∂
 
＋


∂




토하여 건물의 슬래브 및 교량상판등에 새롭게 등장하는
건설재료에 대한 보다 정확한 해석기법을 제시하자 한
다.

2. 기본이론




여기서 χ M , φ M 은 식(5)과 식(6)과 같다.

2.1 판의 변위벡터와 변형률벡터
*† 정회원․공주대학교 공과대학 건설환경공학부 교수, E-mail:pwtae@kongju.ac.kr- 발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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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형률벡터

(4)








∂  

∂
 χ 

∂  


χ   χ    

∂
χ
 
∂   ∂  
    

∂
∂ 


 
 

 

 
 
 

3. 수치해석의 적용

확인을 위해 Table 1 에서와 같은 등방성재료의 물성치
를 사용하여 캔틸fp버 사각형판( ＝＝ )에 등분포하중
ｑ＝Ｎ／ｍ 을 재하시켰을 때 후판이론과 박판이론에

 ∂  
＋ 

∂


∂ 
＋ 


 ∂




본 연구의 해석방법에 의한 수치해석결과의 타당성의

(5)




의한 해석결과를 비교 검토하였다.

(6)

Table 2 에서와 같이 판의 폭-두께비를 0.01～0.20으로
변화시켰을 때에 캔틸레판의 자유단의 최대처짐값은 전
단변형에 의한 효과를 고려하는 경우 차이가 발생하게

박판이론과 후판이론에 의한 비등방성 적층 판요소의
모멘트, 전단력과 변형률과의 관계는 식(7)과 식(8) 및

된다.
비등방성인 재질 경우에는 Table 1 과 같은 물성치를 사

식(9)과 같다.

사각형판( ＝＝)에

등분포하중

( ｑ＝1,000Ｎ／ｍ )을 재하시켰을 때

폭-두께비에 따른

용하여

2

Mx
My
M xy

{ }

K

 D 11 D 12 D 16  κ x
=  D 12 D 22 D 26  κ y
 D 16 D 26 D 66  κ xy

{ }

(7)

Table 2 에 제시하였다.

 
  
    


        
 


 
  
   






박판이론과 후판이론에 의한 판의 최대처짐 해석결과를




(8)

Table 1. Engineering constants of isotropic material
and orthotropic materials
engineering constants
isotropic
material

E＝2.1ｘ10 11N/ｍ 2， ν＝0.3
E 1 = 20．83×10 6N／ｍ 2, E 2 = 10．94×10 6N／ｍ 2

orthotropic
materials

G 13 = 3．71×10 6N／ｍ 2, G 12 = 6．10×10 6N／ｍ 2
G 23 = 6．9×10 6N／ｍ 2, ν 12 ＝0.44， ν 21＝0.23

Figure 2는 판의 두께-폭비가 0.01,

0.10, 0.02 인 캔틸

레버 판 전체의 처짐값에 대해 박판이론과 후판이론에
의해 해석한 예를 보인 것이다.

[그림 1] 판
판 요소의 단면력 (장석윤, 2006)
Qx
Qy

{ }

=
M

[

A 44 A 45
A 45 A 55

Table 2. Deflections of uniformly loaded anisotropic

φx
φy

]{ }

(9)

cantilever square plates at the center according to thin
plate theory and thick plate theory.

여기서,
D ij =

t/a

1 N
[ Q ij
3 ∑
k= 1

] k ( z 3k - z 3k - 1 )

( i, j = 1, 2, 6 )

]k(zk - zk-1)

( i, j = 4, 5 )

0.01

N

[
k= 1

A ij = K ∑

Q ij

K 는 전단보정계

0.02
0.03
0.04

수를 의미한다. 또한 [ Q ij ] 는 재료축에서의 재료강도를

0.05

구조축으로 좌표변환하여 구한 재료강도를 나타낸다[2∼

0.10
0.15
0.20

D ij 는 휨강도 그리고 A ij 는 전단강도,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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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ck
plate theory
271.32902
06
33.938956
10.067450
4.254115
2.1827503
6
0.269290
0.080376
0.037313

Thin plate
theory
271.26872
53
33.908591
10.046990
4.238574
2.1701498
03
0.275768
0.084902
0.033909

4. 결 론
본 연구는 비등방성 재료로 구성된 적층 사각형판에
등분포하중을 재하하였을 때 Kirchhoff 가정에 의한
박판이론과 Mindline 가정에 의한 후판 이론을 이용하
여 캔틸레버판의 거동을 분석하였다. 두께-폭비가 0.20
에서 박판이론과 후판

Figure 2. Deflections in uniformly loaded anisotropic
laminated cantilever plates.(t/a=0.01)
이론에 의한 판의 자유단의 최대 처짐값에서 약 10%
이상의 차이를 보였다. 캔틸레버판의 자유단에서의 처
짐값이 폭-두께비가 등방성 재질보다는 비등방성재질
로 구성된 판에서 휠씬 전단변형효과의 영향이 커짐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두께-폭비가 0.20 이상이고, 재
질 또한 비등방성인 경우 전단변형효과를 고려하는 것
이 정확한 해를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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펄트루젼 FRP를 사용한 부유식 태양광발전 시스템의
모듈간 연결부 개발
Development of the Link between Pultruded FRP Unit Modules of
Floating Type Photovoltaic Energy Generation System
이 영 근* · 박 소 영** · 남 정 훈*** · 윤 순 종****
Lee, Young-Geun · Park, So-Young · Nam, Jeong-Hun · Yoon, Soon-Jong
ABSTRACT
In this paper, we present the result of investigations pertaining to the development of links between unit modules of the
floating type photovoltaic energy generation system made of Pultruded FRP. Since the FRP has an excellent
corrosion-resistance and high specific strength and stiffness, the FRP material may be highly appreciated for the
development of the floating type photovoltaic energy generation system. we discussed the development concepts of the
link between unit module of floating type photovoltaic energy generation system made of PFRP, tire, and synthetic fiber,
briefly. The floating type photovoltaic energy generation system linked between unit modules is installed successfully at
sea site.

1. 서 론

듈을 배치하는 것이 가능하다(Choi, 2010).

최근 신재생에너지를 국가의 성장동력산업 중의 하나
로 조망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됨에
따라서 전국 각지에 많은 태양광발전시설이 건설되고 있
다. 하지만 태양광 발전소 건설로 인해 환경파괴 등의 부
작용이 발견되고 있으며 좁은 국토와 높은 지가를 가진
우리나라의 현실을 고려할 때 대안이 필요한 실정이다(이
등, 2009). 이 연구는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공유
수면을 이용한 부유식 태양광발전 시스템 조성을 위한 연
구의 일부이다. 부유식 태양광발전 시스템은 부유식 구조
물임을 고려해 내식성이 우수하고 다양한 형상의 구조재
를 대량 생산할 수 있는 펄트루젼 FRP재료를 사용하였다
(최, 2010). 이 논문에서는 단위모듈 형태로 제작된 부유
식 태양광발전 시스템의 모듈간 연결부의 형태를 설계하
고, 조립, 설치에 이르는 과정을 간단히 설명하였다.

Fig. 1 PFRP를 사용한 부유식 태양광발전 시스템
2.2 모듈간 연결부의 설계
각 모듈의 연결부는 지상에 설치되는 구조물과 비교할
때 해상조건이라는 매우 복잡한 하중조건에 충분히 저항
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파도와 조류
등 다양한 하중에 의한 모듈간의 접촉에 의한 파괴를 방
지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수상에서의 작업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시공성을 고려한 설계가 필요하다.
모듈간 연결부는 PFRP와 폐타이어와 아스콘 코팅 로프
를 사용하여 설계되었으며 이는 일반적으로 내해 혹은 외
해 가두리에 쓰이는 재료이다. 또한 손상에 대한 유지관
리를 위하여 모든 부재는 볼트연결로 조립하도록 설계하
였다. 폐타이어는 구조물의 간섭을 방지하고 횡방향의 이
동이나 풍하중에 의한 구조물 사이의 연결부 파괴를 방지
하기 위하여 간격을 확보하는 역할을 한다. 폐타이어는
염수에 대한 저항, 내한성, 내열성, 내후성(자외선) 등의

2. 부유식 태양광발전시스템의 모듈간 연결
2.1 부유식 태양광발전 시스템의 형태
부유식 태양광발전 시스템은 Fig. 1과 같은 형태로서
 ×  의 단위 구조물로 설계되었으며  의
용량을 가지고 있어 생산과 조립, 설치 및 유지보수가 용
이하도록 설계하였다. 또한 각각의 단위모듈의 수량을 조
절하여 발전소의 규모를 결정하여 소규모 발전으로부터
대단위 발전까지 모두 적용할 수 있으며, 형태에 맞춰 모
*
**
***
****

정회원․
정회원․
정회원․
정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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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에서도 최대 6%의 인장강도 저하만이 나타났으며 환
경영향시험 결과 오염물질의 용출량이 국제 환경 기준치
이내로 나타나 환경적으로 이상이 없음을 알 수 있다(건
설교통부, 2005). 또한 아스콘 코팅 합성로프는 로프의
부식 혹은 수분에 의한 강도저하를 방지할 수 있다.
부력체를 지지하는 ㄷ형 부재의 연단에  의 ㄷ형
부재를 수직으로 배치하여 폐타이어의 압축력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하였으며, 두 개 단위구조물 사이의 인장저항
및 위치 고정을 위해 아스콘코팅 합성로프를 사용하여 ㄷ
형 부재와 타이어, 모듈을 고정시키도록 설계하였다. 새
로 제작된 시작품은 1차년도 시작품에 비하여 부력체를
고정하는 ㄷ형 부재의 길이를  에서 로 증가
시켜 기존 모듈과 설치되는 모듈 사이에 발판을 설치하여
이동 및 유지관리의 편의성을 확보하였다. Fig. 2에 설계
된 부유식 태양광발전 시스템의 모듈간 연결부의 형태를
나타내었다.

이어와 로프를 이용한 모듈간 연결부를 설계하고 시공하
였다. 시공후 지속적인 계측으로 안전성을 확인하는 과정
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며 현재 설치된 Proto type의 시
공을 바탕으로 시공상의 문제점을 도출하여 설계 및 시공
매뉴얼을 제작할 예정이다.

(a) 연결부 제작

(b) 부력체 결합

(d) 태양광판 부착 (e) 설지위치 인양

(c) 수상에 진수

(f) 기존모듈
연결부 설치

(g) 모듈간 결합 (h) 추가모듈 계류 (i) 완성된 형태
Fig. 3 모듈 연결부 제작 및 설치 과정

Fig. 4 추가모듈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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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모듈간 연결부의 형태

3.

모듈간 연결부의 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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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양 후 기존 설치 모듈에 대한 연결부 설치 작업만을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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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모듈 연결부 제작에서 설치 및 계류까지의 과정을
Fig. 3에 나타내었으며 Fig. 4에 완성된 형태를 나타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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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 론
이 연구에서는 일반적인 가두리 시설에 적용되는 폐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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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층빌딩 경량화를 위한 첨단 복합신소재 슬래브에 관한 연구
Advanced Composite M aterial Slab for Light W eight of Tall Building
한 봉 구* · 석 준 호**
Han, Bong-Koo ·

Suck, Jun-Ho

ABSTRACT
For each construction material used, there is certain theoretical limit in sizes. For tall building construction, the reduction
in slab wheight is the first step to take in order to break such size limits. In this paper, the feasibility of such objective
is proven and given by numerical analysis result. For a typical building salb, both concrete and andvanced composite
snadwich panels are considered. The concrete slab is treated as a special orthotropic plate to obtain more accurate result.
For each panel, the deflection under the dead and live loads is compared, since both tensile and compressive strengths of
the composites are far more higher than those of concrete. All types of snadwich panels considered, except one case,
have weights less than one tenth of that of reinforced concrete slab, with deflections less than that of the concrete slab.

요

지

대형구조물 설계 건설시 가장 큰 제한 조건은 모든 건설재료에는 치수의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논문 에서는 고
전 보 이론에 의하여 단순 지지된 비등방성 슬래브의 처짐값 을 구한 후 그 값을 비교 하였고, 특별 직교이방성
판 이론에 의하여 콘크리트와 샌드위치 교량의 물성을 비교하여 그 결과에 따른 처짐비와 강성값을 비교하였다.
경계조건은 임의의 경계조건을 갖는 판에 대한 해석해가 없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네변이 모두 단순지지 되었을 경
우로 해석을 하였고 복합재료의 인장강도는 콘크리트나 강재보다 훨씬 높으므로 비교대상은 처짐으로 하였다. 즉,
철근 콘크리트와 동일하거나 작은 처짐을 일으키는 몇 가지 샌드위치판을 선택하여 고려하였다.
Key Words: composites materials(복합재료 물질), finite difference method(유한차분법), special orthotropic laminated
plate(특별직교 이방성 적층판)
경량화, 내구성등 산업전반에 걸쳐 응용하고자 하는
노력과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모든 재료에
게는 치수가 커지면 강도가 낮아지는 특성이 있다. 결
국 남은 문제는 설계의 최적화 와 치수(scale/size)효
과를 고려한 강도/파괴 이론의 두 가지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복잡한 여러 가지 상세한 내용을 피하고 콘
크리트 무게의 1/10이 되는 바닥재의 활용도에 가능성
을 제시하였다.

1. 서 론
건설재료 특히 토목재료로서의 철근 콘크리트는 구
조용 재료로서 지금까지 독보적인 길을 가고 있다. 철
근 콘크리트는 목재나 석재로 구조믈을 만들던 시대보
다는 구조물 설계에 있어서 경이적인 발전을 가져왔
다. 철근 콘크리트는 토목, 건축 구조물 등에 널리 사
용되며 전체 구조물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가장 보편
적인 건설용 재료이다. 그러나 최근 철근 콘크리트의
내구성 저하라는 문제점이 나타나면서 강재를 이용한
구조물의 건설이 이루 어 지고 있다. 하지만, 강재 또
한 산화작용으로 인한 내구성의 저하라는 문제점을 배
제 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
한 복합재료의 요구가 날로 증가되고 있다.
대형구조물 설계 건설시 가장 큰 제한 조건은 모든
건설재료에는 치수(size)의 한계가 있다는 사실이다.
예를 들면 현수교나 사장교의 경우, 강재를 사용하면
최대 지간(span)5000m～7000m가 가능하나 유리섬유 보
강 복합재료는 이의 2배, 탄소섬유를 사용하면 3배가
가능하다. 이렇듯 복합재료의 활용은 재료의 비강성,

2. 기본 이론
2.1 유한차분법
이 논문에서 사용된 특별직교 이방성 판의 지배 방
정식은 다음과 같다.
 


 
 

 


  
  
 
 

 


(1)

여기서,            이다.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건설공학부 교수, 공학박사, E-mail: bkhan@seoultech.ac.kr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구조공학과 석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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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Navier의 해와 유한차분법과의 처짐비
위의 식 (1)은 4차의 단일 미분항을 갖기 때문에 중
앙 차분식을 사용하여도 소요되는 단일 독립변수 방향
의 격점의 수가 5개가 되어 경계조건 적용시 어려움을
일으킨다. 그러한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1)식은 다
음과 같이 세 개의 종속변수  ,      를 가진 세 개

F.D.M / Navier
X(m)

0.75

2.25

3.75

5.25

6.75

0.6

0.1005E+01

0.1003E+01

0.1003E+01

0.1003E+01

0.1005E+01

1.8

0.1001E+01

0.9998E+00

0.9994E+00

0.9998E+00

0.1001E+01

3.0

0.1001E+01

0.9993E+00

0.9988E+00

0.9993E+00

0.1001E+01

4.2

0.1001E+01

0.9998E+00

0.9994E+00

0.9998E+00

0.1001E+01

5.4

0.1005E+01

0.1003E+01

0.1003E+01

0.1003E+01

0.1005E+01

Y(m)

의 2차 연립 편미분 방정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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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치해석
철근 콘크리트와 더불어 앞으로 복합재료는 건물의
중요한 자재로서 복합재료의 안정성을 평가하기 위하
여 두 자재의 강성 및 처짐비를 비교하여 안정성을 검
토하였다. 복합재료의 인장강도는 콘크리트나 강재보
다 훨씬 높으므로 비교대상은 처짐으로 하였다. 즉,
철근 콘크리트와 동일하거나 작은 처짐을 일으키는 5
가지의 샌드위치판을 선택하여 고려하였다.그 결과는
Table. 3 에 주어져 있다.
고려된 빌딩 슬래브는 Fig. 2 와 같고 철근 콘크리
트 단면과 샌드위치 판의 형상은 각각 Fig. 3 과 Fig.
4 와 같다.

이들 식에 유한 차분법을 적용하면 매우 큰 matrix
방정식이 얻어 지는데 이것은 tridiagonal scheme으로
용이하게 해결이 가능하다.
2.2 F.D.M 오차계산
사변 단순지지경계를 갖는 특별직교 이방성 적층 복
합판 [90°,0°,90°] 형태의 적층복합판을 고려하였으
며, 처짐값을 구하기 위해 고려된 복합 적층판의 물성
치는 다음과 같다.

Fig. 1

      

특별직교이방성

Fig. 2 대상빌딩 슬래브

Table. 1 특별직교이방성 적층판의 물성
      

적층판













67.3

8.12

3.02

0.27

0.03

1



여기에 등분포하중    을 재하하여 각 점의 처
짐값을 구하여 Navier 해와 비교하여 Table 2에 나타
내었다. 한 개의 ply두께는 0.00125m, 판의 형상은
7.5m×6m로 하였다. 요소의 수는 10×10으로 분할하여
mesh중앙점의 처짐값을 비교하였다.

Fig.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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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oss section of the slab with unit

4.

결 론

사용되는 모든 건설재료는 치수에 대한 이론적 한계
를 갖고 있다. 고층 건물의 경우 이러한 치수의 한계
를 벗어나는 최초의 방법이 상판의 무게를 줄이는 일
이다. 유한차분모형에 의해 계산된 네변이 모두 단순
지지 되었을 경우의 적층판의 처짐을 Navier해법과 비
교하였다. 처짐을 Navier해의 결과 값과 비교해 본 바
정확도를 입증 할 수 있었으며, 매트릭스 해석시
Block Tri-diagonal 해법을 사용함으로써, 대형 매트
릭스의 반복수행을 빠른 시간에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차분모형을 완성 할 수 있었다.
본 논문에서 F.D.M 의 신뢰성을 Navier해법과 비교
하여 그 값의 신뢰성이 입증되었고 건물 상판에 대해
서 수치해석을 해본 결과 콘크리트 상판의 무게의
1/10이면서 더 강한 첨단 복합재료 샌드위치 상판이
얼마든지 가능함을 입증하였다.
Fig. 4

대상 샌드위치의 형상

참 고 문 헌

Table. 3 계산결과 요약
Type

Concr
ete

Sandwi
ch 1

Sandw
ich 2

Sandwi
ch 3

Sandwi
ch 4

Sandw
ich 5

0.321

0.2722

0.2417

0.2202

0.1428

0.318

0.2670

0.2350

0.2120

0.118

0.008

0.0026

0.0033

0.0041

0.0248

 

538101
3.50

2945750
.90

293016
7.914

2944783
.644

2958801
.736

323940
5.017

 

215571
3.75

977622.
824

972451
.247

977301.
877

981954.
185

107507
9.952

 

906163
.38

528667.
198

525870
.593

528493.
682

531009.
514

581369
.153

 

206403
8.75

716509.
984

712719
.697

716274.
798

719684.
531

787937
.548

D(  )

3430

271.1

267.79

276.38

290.62

546.98

5830

2671.1

2667.7

2676.4

2690.6

2946.9

최대처짐
(중앙점)

0.9534
E-2

0.9466
E-2

0.9505
E-2

0.9488
E-2

0.9493
E-2

0.9497
E-2

처짐비

1

0.992

0.9969

0.9951

0.9957

0.9961

자중비

1

12.65

12.81

12.41

11.80

6.27




0.14



D+L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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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덤재료상수와 복합재료 평판의 거동
Random material property and behavior of composite plates
노 혁 천*
Noh, Hyuk-Chun
ABSTRACT
In this study, the random material parameter, especially the Poisson's ratio is taken into account in the stochastic finite
element formulation for composite laminate plate. Since the parameter is embedded into the constitutive relation in the
fraction form, direct consideration of the parameter in the formulation is not ease. In order to overcome this difficulty,
we applied the Taylor's expansion to the fraction form to obtain a series expansion in ascending order of stochastic field
function. With this, the formulation that considers the randomness in the Poisson's ratio is established. The adequacy of
the proposed formulation is observed by means of Monte Carlo simulation.

1. 서 론

내의 값을 가져야 한다.
2.2 탄성계수와 포아송비의 상호관계
복합재료는 파이버의 방향에 따라 수직한 두 방향으로
특성이 다르게 된다. 따라서 방향에 따라 탄성계수   ,

구조재료는 공간적으로 분포하는 임의성(randomness)
를 가지며, 복합재료도 이와 같은 임의성을 가질 수 있는
데, 탄성계수, 전단탄성계수, 포아송비 등의 인수가 이에
포함된다. 복합재료는 적층과 제작과정 등이 일반재료에
비해 상대적으로 복잡하므로 임의성이 나타날 확률이 더
높다고 할 수 있다.
구조의 재료물성치 및 기하학적 인수에 나타나는 임의
성을 고려한 해석은 상당수 제안되어있다 (Choi 2000,
Deodatis 1989). 그러나 복합재료의 경우 상대적으로 제
한되어있는 상황이다. 수학적 표현이 상대적으로 복잡하
여 이에 대한 수치적 확률해석이 제한적어이서 자유진동
을 포함한 문제에 대한 대부분의 해석은 통계학적 방법인
몬테카를 해석에 의존하고 있다 (singh et al. 2009).
본 연구에서는 포아송비를 확률변수로 가정하고(Noh
2004), 그 불확실성이 응답에 미치는 영향 산정을 위한
정식화를 제안한다. 분수형태로 구성관계에 포함되는 포
아송비는 Taylor전개를 통해 추계장함수의 다항식으로 나
타내고 이를 이용하였다. 이 경우 포아송비의 임의성은
추계장함수(stochastic field function) 의 멱함수
로 나타나며, 추계론적 해석 정식화가 가능하게 된다.

  를 가지며 포아송비 또한 두 방향에 대해 상이한 값을
나타낸다. 그러나 이들 두 인수는 다음의 시으로 표현되
는 특정한 상호관계를 가진다.
 






따라서 한 방향으로의 포아송비는 탄성계수의 비  을
사용하여 다른 방향에 대한 포아송비로 표현이 가능하다.
따라서 응력-변형률 관계를 나타내는 행렬의 요소들은 다
음과 같은 방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3)

그 외의 다른 요소들도 동일한 방식으로 표현된다. 여
기서 포아송비를 포함하는 분수형태의 식에 대해 Taylor
전개를 수행하면 각 요소들은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2. 임의성의 표현

  

2.1 포아송비의 표현
구조인수들의 공간적 임의성은 식 (1)과 같다.

   
   

(2)



(4)

여기서 반복되는 첨자 k는 합을 의미한다.
(1)

3. 요소강성행렬과 변위의 공분산

는 포아송비의 평균값이며, 는 공간적
여기서 
임의성을 나타내는 추계장함수이다. 물성치가 물리적으로
의미있는 값을 가지기 위해 추게장함수는 요구되는 영역

3.1 합응력행렬
복합재료 분야에서 축방향, 휨 그리고 이들 두 항의

* 정회원․ 세종대학교 토목환경공학과, 조교수, E-mail: cpebach@sejong.ac.kr - 발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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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성(coupling)에 대한 행렬은 일반적으로      로 표
현되며, 식 (4)의 결과를 적용할 경우      의 합으로
표현되는 행렬  는 다음과 같이 귀결된다.

      

그림 1과 2는 각각 제안한 정식화와 몬테카를로 해석
에 의한 결과로서 y방향 변위의 공분산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제안방법은 몬테카를로
해석과 잘 일치하고 있으며, 공분산이 해석영역내에서 동
일한 값을 가지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5)

여기서 합은    까지로 제한한다.   는 확정론적
행렬을 나타내며,   는 전개식 (4)에 의한다. 그러므로
식 (5)의 관계를 요소강성행렬식에 대입하면, 요소강성행
렬은 확정론적 행렬과 추가 변동행렬로 구성된다. 이 과
정에서 추가 변동행렬은 다음으로 정의되는 확률변수의
함수가 된다.







COV of displacement

 

0.02

(6)

Gr-Ep, t=0.1
(30/-60)a x (WI)
(30/-60)a y (WI)
(30/-60)a z (WI)
(30/-60)a x MCS
(30/-60)a y MCS
(30/-60)a z MCS

0.016
0.012
0.008
0.004
0
-2

-1

0

1

2

3

4

Log(Correlation length)

3.2 변위의 공분산

Fig. 3 상관관계거리에 따른 변위의 공분산
식 (6)으로 정의된 확률변수에 대하여 변위벡터를 1차
Taylor전개하고 이를 이용하면 변위의 평균과 공분산을
다음과 같이 얻을 수 있다.

    


그림 3은 상관관계거리에 변화에 따른 응답공분산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z방향변위의 경우 다소간의 차이
를 보이지만, x,y방향에서는 두 해석법이 잘 일치하는 결
과를 보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포아송비의 공간적불확실성을 고려한
복합적층평판의 추계론적 유한요소해석을 위한 정식화를
제안하였다. 제안 정식화는 몬테카를로 해석법과 비교하
였고, 상호 유사한 결과를 보임을 알 수 있었다.

(7)

          
   






(8)

4. 예제해석 및 결론

감사의 글
예제는  × 크기의 평판이다. 재료물성치는 탄성계

수  =131GPa,  =10.343GPa, 평균 포아송비 =0.22이
며, 전단탄성계수  =  =6.206GPa,  =6.895GPa이다.

본 연구는 2010년도 지식경제부의 재원으로 한국에너
지기술평가원(KETEP)의 지원을 받아 수행한 연구 과제입
니다.(No. 20104010100520)

평판 상부에 200의 등분포하중과 y-방향으로 100의 등분
포하중을 동시에 작용하였다. 추계장의 분산계수는 0.1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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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하였다.
Fig. 1 y방향변위의 공분산분포 (제안 정식화)

Fig 2 y방향변위의 공분산분포 (몬테카를로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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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력볼트 미끄럼 접합부 도장표면의 크리프와 축력이완 상관관계
Co-relation Between Creep on Inorganic Coated Surface and Relaxation
of High Strength Bolted Connections
나 환 선* · 이 현 주**
Nah, Hwan-Seon · Lee, Hyeon-Ju
ABSTRACT
The initial clamping forces of the high strength bolts depending on the different faying surface conditions drop within
1,000 hours regardless of loading any other external force or loosening of the nut.
This study focused on the
mathematical model for relaxation confined to creep on coated faying surface after initial clamping. The quantitative
equation for estimating long term relaxation was derived from nonlinear regression analysis for relation between the creep
strain of coated surface and the elapsed time.

1. 서 론
고력볼트 미끄럼 접합부의 축력이완이 발생하는 주된
원인은 볼트 체결직후 체결공구를 제거한 직후 탄성회복
현상이 크다. 그리고 추가적인 요인에 의해 축력저하 원
인을 일일이 규명할 수 없지만, 와셔, 볼트 구멍의 클리
어런스, 체결축력을 동일하게 할 경우, 표면처리 상태에
따른 장기축력이완을 계측을 통해 예측이 가능하다. 또한
접합표면에 도장이 도포되었을 경우에는 다른 외적 요인
보다 도장 크리프가 축력이완의 지배적인 원인이 된다.
또한 도장의 두께가 두꺼워질수록 크리프의 현상은 더욱
크며 크리프 현상이 클수록 체결된 고력볼트의 축력은 손
실량이 비례적으로 크다고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다.
(Kulak, 2003) 본 연구에서는 고력볼트 미끄럼 접합부의
무기질 징크도장면에 따른 고력볼트의 축력이완을 정량적
으로 규명하고자 하였다.

Fig. 1 2면 전단 시험체 모습
Table 1 시험체 일람 및 무기질아연도장 두께
시험체

2. 시험 및 결과분석

R2KDZ1_1
R2KDZ1_2

2.1 시험계획

R2KDZ2_1
이 연구에서는 도장의 탄성계수와 크리프의 관계를 결
정하기 위한 시험체를 Fig. 1과 같이 구성하고, 도막의
크리프 현상에 따른 고력볼트의 체결력을 측정한다. 다
음, 체결력의 변화를 곡선 회귀분석법에 의해 도출하여
장기축력 예측식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에서 도출
된 장기축력이완에 대한 수학적 모델의 기준 시험체는 무
기질 아연도장 두께 변화를 변수로 설정 하였다.
고력볼트 이음부에 사용된 고력볼트는 다크로 피막 TS
고력볼트를 사용하였으며, 실제 측정된 도막두께는 96㎛,
168㎛, 226㎛이었으며, 아래 Table 1 과 같다.

R2KDZ2_2
R2KDZ3_1
R2KDZ3_2

도장 두께(단위:㎛)

표준편차

계획

측정 평균

120

96

19

180

168

18

240

226

22

2.2 장기축력 결과
고력볼트의 축력 측정값의 신뢰도를 위해 로드 셀을
구입하여 각각의 고력볼트 표준축력을 설정하여 축력에
따른 시험오차를 최소화하고자 하였다. Table 2 에서는

* 정회원․ 한국전력공사 전력연구원, 책임연구원, 공학박사, E-mail: hsnah@kepri.re.kr - 발표자
** 정회원․ 한국전력공사 전력연구원, 선임연구원 E-mail: hyeon@kepr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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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본 시험으로부터 얻어진 징크프라이머의 크리프를
시간과 스트레인 관계로 회귀분석 곡선을 로그함수로 치
환한 곡선은 Fig.2 와 같다.

고력볼트 장기축력이완 결과

시험체명

평균도막
두께 (㎛)

R2KDZ1_1
R2KDZ1_2
R2KDZ2_1
R2KDZ2_2
R2KDZ3_1
R2KDZ3_2

시간대비 축력
이완율 (%)
168hr(a) 744hr(b)

(a)/(b)
(%)

96

10.6

11.6

91

168

13.2

14.4

91

226

16.7

18.3

91

도장두께에 따른 축력이완율을 분석하였다. 168시간
경과후의 축력이완율은 10 %를 상회했으며, 총 744시간까
지의 축력이완율은 최소 10.1～18.3 %를 기록했다. 도막
두께가 두꺼워질수록 축력이완율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
으며, 체결시간이 증가될수록 축력이완은 더욱 점증되었
다. 총 장기축력이완율 대비 1주일의 축력이완 비율은 전
체적으로 91 %를 상회하여, 초기 1주일의 축력이완이 전
체 축력이완에 지배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Fig. 2 크리프 대 시간 비교
Arimond가 제안한 식(2)으로부터, 본 실험결과로부터
얻은 크리프 변형량에 대한 곡선회귀분석 식(2)를 대입하
면, 미끄럼 표면위 무기질 아연도장 96 ㎛ (표준편차 19
㎛) 일 때를 고려한 고력볼트 이음부의 장기축력이완에
따른 축력이완 예측이 다음과 같은 식(2)를 얻을 수 있
다.

3. 장기축력에 관한 수학적 모델
대표적으로 무기질 아연도장 두께 평균 96 ㎛를 나타
낸 고력볼트 이음부에 대한 시간-크리프에 대한 경향을
분석하기위해, 공학 통계학적인 접근를 수행하였으며, 일
원분산분석과 회귀모형수립에 필요한 도구는 Minitab
(Ver.15)를 사용하였다.
Arimond(1996)와 Yang(1998)이 이용했던 도장의 크리
프를 산정하기 위해 식(1)에 상응하는 크리프 스트레인을
얻기 위해, 스트레인 실험결과의 로그함수를 취한 곡선
회귀분석을 수행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준편차(S)=

도막 평균 96 ㎛의 크리프 분산분석

출처

자유도
(DF)

제곱 합
(TSS)

평균제곱
(MS)

회귀

3

3.5×10-6

1.2×10-6

잔차
오차

1,694

0.1×10-6

0.0×10-6

합계

1,697

3.6×10

F

유의
확률

15,166 0.000

-6

(2)



고력볼트의 축력 측정값의 신뢰도를 위해 로드 셀을
이용하여 각각의 고력볼트 표준축력을 설정하였다. 이 때
의 장기축력이완율은 도장두께가 증가함에 따라, 그 장기
축력이완율이 10 %에서 18 %까지 증가됨을 재차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1주일 동안의 초기축력이완율이 전 측
정구간의 90%대를 상회하는 놀라운 결과를 보였는데,
Kulak(2001)이 A325 볼트와 A354 BD 볼트를 대상으로 한
초기 장기축력이완율 90 %와 유사한 결과이다.
이 연구에서는 도장의 탄성계수와 크리프에 해당되
는 항목을 곡선 회귀분석법에 의한 장기축력 예측식을 제
안하였다.

(1)

Table 3

 


     ×     ×    


4. 결론

      ×     ×  log  
여기서
t는
시간이며,
이때의
8.75×10-6 , R2 (결정계수)=96.4% 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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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에서 총편차의 제곱합 Σ(yi - y^)2 은 총 변
동(total variation) 으로, TSS (total sum of squares)
는 3.6 × 10-6 이며, 결정계수 R2 은 총 변동(TSS)을
회귀의 제곱합(SR) 으로 나눈 값으로 96 %였다.

78

포스터 발표
1. CFRP 접착 열견판을 사용한 강재 맞대기 이음부의 강도 해석
*박대용 장석윤

2. 스마크 반강접 복합접합부 구조물에 대한 요소 및 고등모델의 개발
*허종완 김동건 최은수

3. 탄소성 손상 모델을 사용한 주기하중하의 금속판형 댐퍼의 거동해석
*김동건 허종완 최은수

4. 복합적층판 이론에 의한 2차원 상판 구조물의 정확하고 간단한 해석
*한봉구 방배산

5.

ACI 440코드를 응용한 CFRP 보강된 원형 CFT기둥의

압축설계내력식

*박재우 방중석 나환선 양일승 최성모

6.

하중 균등 분포를 위한 합성기초 Frame의 구조성능에 관한 연구
*류재용 강승호 이성희 최성모

7.

각형강관을 이용한 SRC기둥(CFSTRC)의 구조특성에 관한

해석적 연구

*이성희, 김영호, 이현철, 염경수, 최성모

CFRP 접착 연결판을 사용한 강재 맞대기 이음부의 강도 해석
Strength analysis of the butt joint patched by
CFRP laminated splice plates
박 대 용* · 장 석 윤**
Park, Dae Yong Chang, Suk Yoon
A BSTRA CT
This paper presents the stress distribution of the damaged butt joint of steel plate using CFRP laminates when the flange in tension zone of steel box
girder is welded by butt welding. When CFRP sheets are patched on tension flange of steel-box girder, the stress distribution of a vertical and normal
direction on damaged welding part is shown as parameters such as a variation of the thickness of adhesive, the overlap length with steel, and the
modulus of elasticity of CFRP sheets. For the study, we wrote the computer program using the EAS(Enhanced assumed strain) finite element method
for plane strain that has a very fast convergency and exact stress for distorted shape.

1. 서 론

2. EAS 유한요소법

현재 토목 및 건축 분야의 콘크리트 및 강구조물의 손상부위를 보

본 연구에서 최근 Simo & Rifai(1990)가 제안한 EAS 유한요소

수․보강을 위해 CFRP 쉬트(sheet)가 많이 사용되고 있다(Soutis

법은 강화변형률장(Enhanced Assumed Strain Field)을 사용함으

등, 1999; Hu 등, 2000; Rajan 등, 2001).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보수․보강의 차원이 아닌 강구조물의 강재의 맞대기 이음
부를 기존의 용접형식이 아닌 CFRP 연결판을 접착제를 사용하여 접

로써 유한요소 해석시 발생하는 왜곡된 요소 형상이나 찌그러
진 요소 형상에 대해 변위와 응력에 대해 정확한 결과, 잠김현

착시키는 새로운 연결부 형식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렇게 형성된 연결부는 기존의 용접에 의한 맞대기 이음부에 발
생하는 용접부의 취약점을 원천 봉쇄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

구에서 해석하고자 하는 강재의 용접부분에 손상이 발생할 경
우 FRP재료를 사용하여 보강하고자하는 경우 EAS 유한요소법에

상 제거 및 빠른 수렴성의 장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

의한 해석을 적용함으로써 정확한 변위 및 응력 결과를 얻을

서는 이러한 연결부에서 발생하는 강재와 CFRP 연결판 및 접착제의
응력을 분석하고자 한다.
CFRP 연결판을 강재에 접착하여 형성된 연결부의 강도에 영향을

수 있다.
2.1 변분법

미칠 수 있는 접착제의 두께, 강재와의 접착 길이, CFRP 강도 변화
를 매개변수로 사용하여 이 매개변수에 변화에 따른 연결부의 응력
분포를 분석하였다. 또한 CFRP를 여러 층으로 접착할 경우 각 층의

EAS 방법은 식 (1)과 같이 변형률에 대해 적합 변형률장
( ε c )과 강화 변형률장( ε̃ )으로 나눌 수 있으며 Hu-

강도를 다르게 변화시켜 맞대기 이음부에 유리한 응력분포를 나타
내는 CFRP의 강도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CFRP 연결판은 섬유는 탄소 섬유(Carbon

Washizu의 변분 원리에 기초하여 식 (2)와 같은 범함수로 표
현할 수 있다.
ε = ε c + ε̃ = Bu + ε̃

Fiber)를 사용하고 매트릭스(Matrix) 혹은 레진(Resin)은 에폭시
(Epoxy)를 사용한 것이다. 이 CFRP 연결판은 섬유를 유리섬유
(Glass fiber)나 폴리아라미드섬유(Polyaramid fiber)를 사용한 것

(1)
Π EAS ( u, ˜
ε,σ ) =

보다 인장 및 압축 강도와 피로 특성이 뛰어나며 비강성 및 비강도
가 우수하다. 또한 CFRP 연결판을 붙이기 위한 접착제(adhesive)는
에폭시 본드를 사용하였다. CFRP를 사용한 연결부의 해석을 위해

⌠ 1 ( Bu + ε̃ ) C ( Bu + ε̃ ) - σ T ε̃ dA
⌡A 2

[

]

T
T
⌠
⌠ T
-⌠
⌡A u b dA - ⌡L u t dL - ⌡L t (u- u) dL

빠른 수렴성을 가지며 왜곡된 요소형상에서도 정확한 응력결과를
보이는 Simo와 Rafai(1990)가 최초로 제안한 강화변형률장
(Enhanced Assumed Strain Field)을 사용한 평면변형률 유한요소

σ

u

(2)
여기서 B 는 적합 변형률-변위 관계 행렬, u 는 변위, ε̃ 은

프로그램을 작성하였다.

강화 변형률, σ 는 응력, C 는 재료상수 행렬, b 는 체적력,
t 는 표면력, u 는 변위에 대해 규정된 경계조건이다.

1) 정회원․대림산업(주) 기술연구소 특수교량팀 과장, 공학박사 (dypark@daelim.co.kr)
2) 정회원․서울시립대학교 토목공학과 명예교수 / (주)이산 상임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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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해 7개의 매개변수를 사용한 Andelfinger와 Ramm(1993)이 제

식 (2)에서 경계조건 및 하중에 대한 부분을 제거한 범함수를
정류 포텐샬 에너지 이론으로부터 1차 변분을 수행하면 다음과

안한 자연좌표계상의 형상함수( M ξ )를 사용하여 식 (9)와 같이

같은 3개의 독립된 식 (3a,b,c)을 얻을 수 있다.

나타낼 수 있다.

⌠ δu TB T [ C ( Bu + ε̃ ) ]dA = 0
⌡A

7 det J
0
-T
ε̃ = B̃α = ∑
T0 Mξ αi
i = 1 det J

(3a)

(9)

⌠ δσ T ε̃ dA = 0
⌡A

여기서 M ξ 및 T 0 는 각각 식 (10)과 식 (11)로 표현된다.
 ξ 0 0 0 ξη 0 0 
M ξ =  0 η 0 0 0 ξη 0 
 0 0 ξ η 0 0 ξη 

(3b)
⌠ δ ε̃ T [ C( Bu + ε̃ ) - σ ]dA = 0
⌡A

(10)

(3c)
 J 211
J 221
 2
T 0 =  J 12
J 222

 J 11 J 12 J 21 J 22 J

2.1 변위장
그림 1은 등매개변수 4절점 평면변형률 요소의 전체좌표계상의
변위장을 나타낸 것이며 전체좌표계상의 요소의 좌표는 식 (4)와

0

0

0

2J

0

0

0

0

0

11 0J 21 0

2J 12 J 22
J 22 + J 21 J
0

11 0

0

0

같이 나타낼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가정된 변위는 식 (5)와 같다.

[ ]

여기서 det J 는 식 (7)의 Jacobian 행렬의 determinant이고

(4)
T

det J 0 는

4

원점( ξ = η = 0 )에서의

0

i= 1

요소들이다. 이렇게 자연좌표계상의 원점에서 Jacobian 행렬을 구
하는 이유는 강화 변형률에 의해 원하지 않는 변형에너지를 야기하

(5)
여기서 N i (x,y ) 는 전체좌표계상의 등매개변수 4절점 요소에

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며 요소가 찌그러진 경우에 조각시험(Patch
test) 통과를 보장받기 위함이다(Simo & Rifai, 1990).
2.3 응력-변형률 관계

대한 형상함수이고 d i 는 전체좌표계상에서 절점당 변위벡터이다.
2.2 변형률-변위 관계
2.2.1 적합 변형률장 (Compatible strain field)

본 연구에서 강재의 용접부를 FRP 재료를 사용하여 보강하는데 있
어 FRP재료는 직교이방성 재료 특성을 가지며 이에 대한 재료축 상
에서의 응력과 적합 변형률과의 관계는 식 (12)와 같다.

식 (1)에서 전체좌표계에 대한 적합변형률( ε )과 변위와의 관
c

계는 식 (6)과 같다.
 ε xx 
ε =  ε yy  =
 γ xy 

자연좌표계상에서의

determinant이다. 또한 J ij 는 원점에서의 Jacobian 행렬 J 0 의

u = [ u v] , u = ∑ N i d i

c

12 0

(11)

x = 4 N ( x, y) x i
∑ i
i= 1
y
yi

[]

0







 σ 11 
 σ  =
 22 
 σ 12 



∂u/∂x

 = Bu
∂v/∂y
 ∂u/∂y + ∂v/∂x 

 C 11 C 12 0
 C C
 12 22 0
 0 0 C 66

 ε 11 
 ε  = Cε
 22 
 ε 12 

(6)

(12)

식 (6)을 자연좌표계상의 형상함수를 사용하여 표현하면 식 (7)
과 같다.

여기서 C ij ( i,j = 1,2,6 )를 직교이방성의 평면변형률에 대

 ∂N i ( ξ, η )
4
ε c = Bu = ∑ J - 1 
∂ξ

i=1
 ∂N i ( ξ, η )

∂η

해 표현하면 식 (13)과 같다.


d
 i



C 22

(7)

C 12

여기서 N i ( ξ, η ) 는 자연좌표계상의 4절점 요소의 형상함수이며

C 66

식 (8)과 같다.
N i ( ξ, η ) =

1
( 1 + ξξ i )( 1 + ηη i )
4

E 1 (1- ν 12 )
ν
( 1 + 12 )( 1 - ν 12 - ν 21 )
E 2 (1- ν 21 )
=
ν
( 1 + 21 ) (1- ν 12 - ν 21 )
ν 21E 1
C
=
(1- ν 12 ) 11
= G 12

C 11 =

(13)
i =1～4

여기서 E 1,E 2 는 각각 재료축 1,2 방향 탄성계수이고 G 12 는

(8)

전단탄성계수이며 ν 12 , ν 21 은 포아송 비이다. 본 연구에서는 구

여기서 ξ,η는 자연자표계이며 ξ i, η i 는 자연좌표계상의 각 절

조축과 재료축이 같은 방향이므로 식 (12)와 식 (13)의 재료축에
대한 응력과 변형률 및 탄성계수 행렬은 구조축에 대한 표현과 같

점의 좌표 값으로 +1 또는 -1의 값을 가진다.
2.2.2 강화변형률장 (Enhanced assumed strain field)

다.
2.4 요소강성

강화 변형률은 이에 상응하는 가상의 변위벡터 α와 연계되며 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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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의 최종 강성행렬은 정적응축기법을 사용하여 강화변형률의

본 연구에서는 CFRP 연결판로 강재를 연결한 연결부의 강도에

매개변수 α 를 강성행렬에서 제거함으로써 얻어질 수 있으며 식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접착제의 두께( t a ), 강재와의 접착 길이

(14)와 같다.

( L a ), CFRP 강도 변화를 매개변수로 사용하였으며 이 매개변수에

[

K CC K CN
K TCN K NN

e

u
α

e

대한 것은 그림 1에 나타내었다.
또한 그림 1에서는 유한요소해석을 위한 경계조건 및 하중조건,
모델링 형상을 나타내었다. 기하하적 형상이 대칭이므로 전체 연결

F
0

][ ] [ ]
=

(14a)
e

K = K CC -

부의 1/4만 해석하였으며 경계조건은 이에 맞게 설정하였다. 또한
하중조건은 오른쪽 단에 모재인 강재의 허용응력 근처의 값이 발생
하는 하중을 재하하였다. 사용된 강재는 SM 490이며 두께는 15mm이

1
T
K CN K NN K CN

(14b)
여기서, F 는 절점당 가해진 하중 벡터이며 K CC,K CN ,

고 이 때의 허용응력은 186.3 MPa 이다(도로교설계기준, 2003).
그림 1에서 빗금친 부분은 강재가 맞대기 이음되는 부분은 접착
제를 주입한 것이며 이렇게 하는 이유는 접착제를 주입하지 않으면

K NN 은 식 (15)와 같다.
T
K CC = ⌠
⌡A B CB dA
T
K CN = ⌠
⌡A B C B̃ dA
˜T
K NN = ⌠
⌡A B C B̃ dA

CFRP 연결판에 매우 큰 응력이 집중되므로 접착제를 주입하여 응력
집중을 완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유한요소해석을 위해 필요한 물성치는 표 1에 나타내었다(ASM
International, 1987). 표 2는 해석에 사용된 재료의 인장강도를
나타내었으며 강재는 SM 490강재의 항복응력값이다.

(15)
여기서, K CC, K CN, K NN 에 대해 모두 2×2 가우스 적분법을
사용하였다.
2.5 응력회복(Stress Recovery)
본 연구에서는 EAS 요소에 대한 응력을 얻기 위해 응력회복 과정

Table 1 해석에 사용된 재료 물성치
Material

을 거치게 되며 Simo와 Rafai(1990)이 제시한 최소자승법
(Least-square method)을 적용하였다. 이 방법에 있어서 먼저 식
(3b)의 응력과 강화 변형률과의 직교성을 만족시키기 위해 식 (10)

Steel
Adhesive
CFRP

의 강화 변형률에 대해 가정한 형상함수와 독립된 응력에 관한 형
상함수를 가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응력에 관한 형

ν xy
0.3
0.35
0.5

Table 2 해석에 사용된 재료의 인장강도(MPa)

상함수( P ξ )를 식 (10)과 독립된 식 (16)과 같이 가정하였다(Simo

Material
Strength(MPa)

& Rifai, 1993).
 1 0 η 0 0
(16)
P ξ =  0 1 0 0 ξ 
 0 0 1 0 0
EAS 요소에 대한 최소자승법에 의한 응력회복과정을 요약하면 식

G
D

(17)과 같으며 이는 Hellinger-Reissner 변분법을 사용한 HR 요소
(Pian & Chen, 1983)의 수식화 과정과 같다.
σ = P β = T 0 P ξβ
T -1
H = ⌠
⌡A P C P dA
T
G = ⌠
⌡A P B dA
σ = PH - 1Gu

E x (GPa) E y (GPa) G xy (GPa)
210
210
80.77
3.4
3.4
1.26
161
10
6

y

E

A

Steel
313.8

CFRP3
CFRP2
CFRP1
Adhesive

Adhesive
55～130

H
F
C

B

CFRP
1200～2250

tc
P=1.4kN

ta

Steel (SM 490)

t s /2 = 7.5mm

x
La

(17)

L=10 t s

Fig. 1 맞대기 이음부 1/4 해석모델

여기서 B 는 식 (7)에서 얻어지는 적합 변형률-변위 관계 행렬

3.2 예비해석 및 해석 매개변수 선정
그림 1과 같은 해석모델에서 접착제와 강재의 접촉면 및 접착제

이며 또한 C - 1 는 식 (12)에서 얻어지는 재료상수행렬이고 u 는

변위벡터이다. 식 (17)에 대한 적분은 역시 2×2가우스 적분법

와 CFRP 접촉면의 응력분포를 먼저 살펴보았다.
이러한 예비해석을 통해 맞대기 이음부의 응력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해석변수들을 선정하고자 한다.

을 적용하였다.
이렇게 얻어진 식 (17)은 가우스 적분점에서 발생하는 응력이
며 4절점 요소의 각 절점에 대한 응력으로 치환하기 위해 외삽

먼저 접착제 두께( t a )는 1.0mm로 설정하였고 CFRP 두께( t c )는

법(Extrapolation)을 사용하였다.

3개의 층으로 나누었으며 총 두께는 0.25 t s 이고 3층 모두 같은 탄

3. 해석 예 및 결과분석

성계수를 가진 CFRP를 사용하였으며 물성치는 표 1에 나타내었다.

3.1 해석모델

이렇게 3개 층으로 나눈 이유는 일반적으로 CFRP 연결판의 두께는

83

매우 얇게 만들어지며 설계를 만족하기 위한 두께를 얻기 위해서는
여러 층으로 형성하여 접착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여러 층
으로 분리되는 경우 CFRP의 각 층은 접착제를 사용하여 적층형태로

매우 큰 영향을 받으므로 응력집중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접
착제 두께를 선정해야하며 접착제의 강도를 최대한 큰 것을 사용하
여야 한다.
140

형성된다.
접착길이( L a )는 4 t s 이고 전체길이( L )는 10 t s 로 설정하였

120

Von-Mises Stresses (Mpa)

다. 이 때 A～C 및 D～F와 G～H에서 발생하는 평균응력(Von-Mises
stress)을 그림 2에 나타내었다.
그림 2에서 점 B, C, D, E에서 응력이 크게 집중됨을 알 수 있
다. 특히 C, E점들은 표 2에 나타나있는 접착제의 최대 인장강도
값 보다 약간 낮은 수준이다. 본 연구에서는 B, C, D, E점들의 응
력집중을 감소시키기 위해 예비해석으로 여러 가지 매개변수들을
조정해 본 결과 접착제 두께( t a ), 접착길이( L a ), CFRP 탄성계수

Section A~C
Section D~F
Section G~H

E

D
100
B

C



80

60

G

A



40

의 영향이 가장 크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매개
변수들의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20


3.3 강재와의 접착길이의 영향

0

그림 1에서 강재와의 접착길이( L a ) 변화에 따른 점 B, C, D,
E에서의 평균응력(Von-Mises stress)을 그림 3에 나타내었다. 이

F

H

0
5

10

15

20

25 30 35 40
Length(La , mm)

45

50

55

60

65

Fig. 2 A～C, D～F, G～H에서 발생하는 평균응력

때 접착길이 L a 는 2 t s ～ 8 t s 로 변화시켰으며 t c 는 0.25 t s 이고

120

3개층으로 나누었다. 접착제의 두께( t a )는 1.0mm로 고정하였다.
사용된 물성치는 표 1에 나타나있다.
110
Von-Mises Stresses (Mpa)

그림 3에서 점 B, C, D, E에서 평균응력은 L c 가 5 t s 이상부터
는 응력의 변화가 거의 나타나지 않음을 볼 수 있다. 점 B에서의
응력의 감소가 뚜렷한데 L a 가 2 t s 일 때와 5 t s 일때를 비교해보
면 약 15% 감소하였다. 또한 점 D, E에서는 응력이 증가하는 것으
로 나오지만 그 증가율은 크지 않다.
접착제의 접착길이( L a )는 강재두께( t s )의 약 5배 이상부터는

100

Point
Point
Point
Point

90

응력감소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 따라서 설계자는 적절한 접착길이
를 선택하여 재료의 낭비를 막을 수 있다.
3.4 접착제의 두께( t a )의 영향

80

그림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응력이 집중되는 점들(B, C, D, E)
의 응력을 감소시키기 위해 본 절에서는 접착제의 두께 변화에 따
른 영향을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를 그림 4에 제시하였다. 이 때 사

1

2

3

B
C
D
E

4
5
6
Bonded Length (La / ts)

7

8

Fig. 3 접착 길이( L a ) 변화에 따른 점 B, C, D, E에서의
평균응력(Von-Mises stress)

용된 기하형상 및 재료물성치는 그림 1과 표 1 나타내었으며 접착
제의 두께 변화는 강재와 CFRP 연결판 사이에 삽입되는 접착제만의
두께 변화를 의미한다. 즉 3층짜리 CFRP 연결판들 사이에 삽입되는

200

180

Von-Mises Stresses (Mpa)

접착제 두께는 변화시키지 않고 0.25mm로 고정하였다. 또한 접착길
이( L a )는 그림 3에서 알 수 있듯이 응력이 거의 변화가 없는 5
t s 로 설정하였다.
그림 4에서 접착제의 두께( t a )가 두꺼워 짐에 따라 점 D, E에
서 평균응력이 매우 크게 감소하였다. 즉 점 D, E에서 0.25mm와
2.00mm를 비교해보면 약 56% 감소하였다. 또한 접착제 두께가

Point
Point
Point
Point

160

B
C
D
E

140

120

100

80

1.50mm 이상이 되면서부터는 응력감소률이 현저히 떨어짐을 알 수
있다. 일반적인 에폭시(Epoxy) 접착제의 강도는 표 2에 나타나있듯
이 55～130MPa 정도이다.

60
0.00

따라서 CFRP 연결판을 사용하여 강재의 맞대기 이음부를 설계하
는 경우 강재와 CFRP 연결판사이에 삽입되는 접착제 두께에 따라

0.25

0.50
0.75
1.00
1.25
1.50
Adhesive Thickness (ta , mm)

1.75

2.00

Fig. 4 접착제 두께( t a ) 변화에 따른 점 B, C, D, E에서의
평균응력(Von-Mises st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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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CFRP 강도 변화의 영향
본 절에서는 CFRP가 여러 층으로 형성되는 경우 각 층의 CFRP의
재료 물성치를 조절하여 응력집중을 완화하는 방법을 제시하고자

사용하여 강재의 맞대기 이음부를 설계하는 경우 강재와 CFRP 연결
판사이에 삽입되는 접착제 두께에 따라 매우 큰 영향을 받으므로
응력집중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접착제 두께를 선정해야하며

한다. 즉, 그림 1에서와 같이 만약 3개의 층으로 나누어 CFRP 연결
판을 적층하는 경우 CFRP1, CFRP2, CFRP3의 재료 물성치를 각각 다
르게 사용할 수 있다. 서론에 언급했듯이 CFRP는 에폭시(Epoxy) 매

접착제의 강도를 최대한 큰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 CFRP 연결판의 강도를 모두 같은 것으로 사용하는 것보다
저강도에서 고강도로 순차적으로 크게 층을 배열하게 되면 좀 더

트릭스와 탄소섬유(Carbon fiber)로 만들어지는데 탄소섬유의 양을
조절함으로써 여러 가지 다른 물성치를 갖는 CFRP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만들어진 CFRP의 일반적인 섬유방향 탄성계수는 120～250

유리한 응력분포를 기대할 수 있다.
Table 3 3층으로 구성된 CFRP 각층의 재료물성치
Material

GPa 이고 인장강도는 1200～2250 MPa 이다(Teng, 2002). CFRP는
일반적인 강재와 비교시강종과 두께에 따라 다르지만 약 3～4배 큰
인장강도를 가진다.

CFRP1
CFRP2
CFRP3

따라서 3개의 층으로 구성된 CFRP의 각각의 재료 물성치는 표 3
에 나타내었다. 이때 CFRP 연결판을 적층하기 위한 접착제 두께는
0.25mm이고 강재와 CFRP 사이에 삽입되는 접착제 두께는 1.5mm이

E x (GPa)
120
180
250

E y (GPa) G xy (GPa)
8
6
12
9
16.67
12.5

ν xy
0.25
0.25
0.25

Table 4 CFRP 강도변화의 영향(평균응력, Von-Mises, MPa)
Point
CASE

다. 접착길이( L a )는 75mm(=5 t s )로 고정하였고 CFRP의 각층의 두

CASE 1

께는 1.25mm(=0.25 t s /3)이다.
표 4는 각층의 탄성계수가 같은 경우와 각층의 탄성계수가 다른

CASE 2

경우에 점 B, C, D, E에서의 평균응력값을 나타낸 것이다. 표 4에
서 CASE 1은 CFRP1, CFRP2, CFRP3 층의 탄성계수가 표 2에서 가장
낮은 탄성계수 값으로 모두 같은 경우이며 CASE 2는 CFRP1, CFRP2,

CASE 3
CASE 4

CFRP3 층의 탄성계수가 표 2에서 가장 높은 탄성계수 값으로 모두
같은 경우이며 CASE 3은 CFRP1, CFRP2, CFRP3 순서로 탄성계수가
점점 작아지는 경우이며 CASE 4는 CFRP1, CFRP2, CFRP3 순서로 탄

B

C

D

E

109.69
(1.10)
89.72
(0.90)
97.01
(0.97)
99.79
(1.00)

113.16
(1.00)
115.14
(1.01)
114.7
(1.01)
113.33
(1.00)

77.82
(1.18)
107.33
(1.63)
123.88
(1.88)
65.83
(1.00)

80.27
(1.18)
108.74
(1.60)
125.42
(1.84)
68.16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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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남을 알 수 있다.
대체적으로 CASE 4의 경우가 응력 집중이 적게 나타났으며 CFRP
강도를 가장 아래층을 저강도로 시작하여 점점 고강도로 배치를 하
게 되면 응력집중을 감소시키는데 유리하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강구조물의 강재 맞대기 이음부를 기존의 용접형
식이 아닌 CFRP 연결판을 접착제를 사용하여 외부에서 붙이는 새로
운 연결부 형식을 제시하였으며 연결부 강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
는 접착제의 두께, CFRP 연결판의 두께, 강재와의 접착 길이, CFRP
강도 변화를 매개변수로 사용하였다. 연결부의 응력분포 해석을 위
해 빠른 수렴성을 가지며 왜곡된 요소형상에서도 정확한 응력결과
를 보이는 강화변형률장(Enhanced Assumed Strain Field)을 사용한
평면변형률 유한요소 프로그램을 작성하여 매개변수에 변화에 따른
연결부의 응력분포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강재와의 접착 길이변화에 따른 연결부 응력집중 점에서의
응력변화는 접착길이가 강재두께의 약 5배 이상부터 응력감소에 영
향을 주지 못함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설계자는 적절한 접착길이
를 선택하여 재료의 낭비를 막을 수 있다.
(2) 강재와의 접착면에서 접착두께 변화는 응력집중 점에서의
응력감소에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접착제 두께
가 1.5mm 이상부터 응력 감소율은 떨어진다.따라서 CFRP 연결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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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반·강접 복합접합부 구조물에 대한 요소 및 고등모델의 개발
Development of a Component and Advanced Model for Smart PR-CFT
Connection Structures
허 종 완* · 김 동 건** · 최 은 수***
Hu, Jong Wan · Kim, Dong Keon · Choi, Eunsoo
ABSTRACT
본 연구는 개별적인 반·강접 복합접합부 구조물을 수치해석적인 방법을 통하여 거동성능을 조사하는 대 초점을
두고 있다. 강제 보와 콘크리트 충전기둥 (CFT) 사이에 저탄소 강 구속재와 초탄성 (Super-elastic) 형상기억합금
(SMA) 재료의 구속재를 이용하여 연결한 방식이 제안된 접합부 구조물의 가장 큰 특징이다. 이러한 설계는 초탄성
형상합금을 변형이 많이 일어나는 부분에 인장 바(Bar)로서 설치하여 복원현상을 기대할수 있다. 또한 저탄소 강
재 바는 거동에 에너지 소산능력을 향상 시키는 대 기여한다. 반·강접 접합부는 단순한 핀이나 완전구속으로 모
델링이 불가능하므로 해석이나 설계가 실제로는 매우 복잡하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제안된 구조물의 장점과 특
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정밀한 유한요소(Finite Element) 방법을 이용하여 접합부의 전반적인 거동을 재현하였다.

deformations can be recovered with changes in either
temperature or stress. This type of connection not
only contains all of merits of bolted PR connections
mentioned above, but also contains a recentering
capacity because of the lack of permanent residual
deformation in the tendons due to the SMA material
characteristics.
This research intends to explore a mixture of steel
bars and super-elastic Nitinol bars as connecting
elements to CFT columns. It is hypothesized that such
combinations of CFT columns and SMA connections will
achieve excellent ductility, high strength, and
recentering capability. Based on these premises, a
number of original connection models were developed
to investigate the optimal distribution of steel and
SMA components. Because of space limitations, this
paper deals with only one of those designs (i.e., end
plate connections).

1. Introduction
In recent years, concrete filled steel tube (CFT)
columns have become widely accepted and used in
multistory buildings as well as bridges. These
elements provide the synergistic advantages of
ductility and toughness associated with steel
structures and high compressive strength associated
with confined concrete components. The advantages of
CFT columns over other so-called mixed or hybrid
systems (fully encased or partially encased systems)
include the fact that the concrete prevents local
buckling of the steel tube wall and the confinement
action of the steel tube extends the usable strain of
the concrete. In addition, CFT columns have improved
fire resistance and significant cost reductions in
comparison with traditional steel construction.
Composite CFT columns are especially efficient as the
vertical elements in moment resisting frames in high
seismic areas because they have a high strength to
weight ratio, provide excellent monotonic and dynamic
resistance under biaxial bending plus axial force,
and improve damping behavior.
More recently, work at Georgia Tech on shape memory
alloys (SMA) has explored the applications of this
material to the design of connections in steel
structures subjected to large cyclic loads. SMA
materials can undergo large deformations with little
permanent residual strain through either the shape
memory effect or the super-elastic effect. The

2. New Connection Design
The connections were fabricated with an assembly of
various steel members cut from standard shapes
available in the current design specification (AISC
2001). A572 Grade 50 steel was used for all members
and joint components. A490 high strength bolt
material was used for steel bars, washers, and nuts.
Super-elastic
(SE)
Nitinol
bars,
with
the
characteristics shown in Fig. 1, were located where

* 정회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국가과학기술위원회) 투자전략실 부연구위원, E-mail: jongp24@kistep.re.kr - 발표자
** 정회원․ 한양대학교 건축공학과 연구조교수, E-mail: dkkzone@hanyang.ac.kr
*** 정회원․ 홍익대학교 토목공학과 부교수, E-mail: eunsoochoi@hongik.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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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CFT column are modeled as a nonlinear beam-column
element with 2D fiber sections.

the largest deformations were likely to occur.
Extended stiffener plates welded between the
connected beam flange and the end-plate were required
to maintain stiffness (Fig. 1). The plate stiffeners
had the same material strengths (A572-Gr. 50 Steel)
as the beam and their thickness was equal to the beam
web thickness.

One Beam-to-Column
Connection

G

E
S2

A
S3

S2
D

Smart PR-CFT Connection Model (End-Plate Connection Details)

S2

Steel Beam
Section

Fiber
Section

S1

B
Δ(T)

A

B

C

B

B

D

F

S3

G

S2
S2

A: External nodes
B: Internal nodes
E
A
C: Panel Zone (PZ)
D: Rotational springs for PZ
E: External rigid plates
F: Rotational spring for Shear Tab
G: Integration Points

S3

G

S1
S2

E

Cyclic

E

Displace Loads

S3

S1: The equivalent spring element
S2: The internal axial spring with zerolength elements
S3: The internal shear spring with zerolength elements

Fig. 2. Composition of the Numerical Joint Model

4. Test Results

Unit: inch

More results for the recentering effect according
to bar materials are given in Fig. 3. The joint
element model equipped only with the component model
of SE-SMA tension bars shows excellent recentering
capabilities. However, plastic deformation of the
beam causes a permanent displacement in the moment
vs. rotation curve. On the other hand, the behavior
of the test model with steel tension bars only shows
much fatter hysteresis envelope than that of the
SE-SMA tension bars only model. Thus, steel tension
bars can increase the energy capacity and provide
improved resistance.

Fig. 1. Detail of the PR-CFT Connection Model

3. Numerical Joint Models
Simple beam-to-column joint models for the PR-CFT
connections were constructed using the nonlinear
finite element (FE) program OpenSEES (OpenSEES v.
1.7.3, 2006). A 2D joint model is appropriate for use
in frame analyses to estimate the inelastic response
of moment frames under cyclic loading such as that
imposed by large earthquakes. The primary objective
of this study is the 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
in simplified joint models reflecting the real
connection behavior.
The joint models presented above were modeled as 2D
joint elements in the OpenSEES program, which allows
the development of user-defined elements such as the
one described here (Fig. 2.) This element includes
four equivalent spring elements (S1) to reproduce the
behavior of the component model, four internal spring
elements (S2) reproduce the axial deformation of the
CFT column, four internal shear springs (S3) to
reproduce the shear deformation of the CFT column and
the beam, and one shear panel element (C) which is
intended to reproduce the failure of the panel zone
under severe loading. The joint model includes one
element of the beam and column. In OpenSEES, the beam

Fig. 3. Investigation of connection behavi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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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성 손상 모델을 사용한 주기하중하의 금속판형 댐퍼의 거동해석
Behavior of Metallic Plate Dampers under Cyclic Loading Using an
Elastoplastic Damage Model
김 동 건* · 허 종 완** · 최 은 수***
Kim, Dong Keon · Hu, Jong Wan · Choi, Eunsoo
ABSTRACT
이 연구는 강한 지진 동안의 진동에 구조물을 보호하는 수동적 에너지 소산 장치중 하나로 대표되는 금속 댐퍼
의 비선형 거동과 관련되어 있다. 이러한 댐퍼는 구조물을 보강하는데 적용되고 강한 지진 하중에 대한 구조물의
내력을 증가시킨다. 그러므로 이러한 금속판형 댐퍼를 비탄성 거동을 이해하고 신뢰할 만한 수준으로 설계하기 위
해서 탄소성 손상모델이 제안되었다. 이 모델은 손상역학과 열역학을 바탕으로 유도되었다. 그리고 이 손상모델은
유한요소프로그램의 유저코드에 적용되었고, 이 모델에 의한 해석결과와 실험결과와 비교 분석하였다.

1. Introduction

software ABAQUS. Finally, results by numerical
analysis are compared with experimental data,
nonlinear kinematic hardening model and existing a
two surface model.

Passive energy dissipation devices have been
applied to a number of structures. Among them,
metallic dampers are one of the effective energy
dissipation devices that function by absorbing energy
through the yielding of steel plates or bars.
Finally, this energy dissipation improves the seismic
capacity of the building during earthquakes. To
understand the cyclic inelastic behavior of metallic
dampers, a number of cyclic plastic models have been
developed. Chopra and Dargush (1994) developed a
practical two surface plasticity model. This two
surface model is characterized by inner surface that
follows a kinematic hardening rule and outer surface,
which provides for isotropic hardening.
Under large cyclic loading which happened during
earthquake, however, the structural steel of the
metallic damper may undergo significant distortion,
which may be accompanied by increases in temperature
of the steel and the accumulation of damage. Thus,
here we came up with damage mechanics concept to
consider the effect of material degradation process.
Basaran and Nie (2004) proposed damage model based on
second law of thermodynamic law to determine the
fatigue life of material by defining a damage
parameter which was derived from entropy production.
In this study, a two surface model was modified by
adding a damage parameter to understand inelastic
behavior of metallic dampers considering the
degradation of material
This damage model
implemented as user subroutine in the finite element

2. Damage mechanics and thermodynamics approach
To evaluate the deterioration of metallic dampers
during cyclic loading, damage parameter was used as a
universally agreed index. Damage of material or
structure is deteriorated gradually at the beginning
and increasing excessively if failure happens. Thus,
cumulative damage concept is suitable to predict a
damage of component or structure such as a growth of
microcracks and microcavities. A scalar quantity of D
is simply interpreted to a number between zero and
one, where D = 0 corresponds to undamaged state,
while D = 1 corresponds to a fully damaged state or
fracture. Thus, damaged stress ( σ ) and undamaged
stress ( σ ) can be expressed by

σ = (1 − D)σ

(1)

Basaran and Nie (2004) presented damage evolution
function through the relation with entropy and damage
based on thermodynamics. Entropy is increasing
according to the second law of thermodynamics and is
always positive for irreversible transform of the
system. Thus, entropy production can be used for
evolution of accumulative damage during process. The
entropy change by mechanical dissipation is only
considered for the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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Δs = ∫

t

t0

t⎛ k
t r
σ : ε&p
2⎞
dt + ∫ ⎜⎜ 2 gradT ⎟⎟dt + ∫ dt
t
t
Tρ
T
⎝T ρ
⎠
0

0

4. Comparison with test results
(2)
Force-displacement plots of numerical model,
experimental results are plotted in Fig. 2, The
loading and unloading at free edge is displacement
controlled sign function and maximum displacement is
0.1. Material properties and model parameters for A36
Structural steel of metallic dampers are used. Damage
parameter is large at fixed edge and is small at free
edge, because strain energy by the mechanical
dissipation at fixed edge is larger than that at free
edge. Finally, numerical results considering a two
surface damage model with geometrical nonlinearity
are good matches with experimental results. Fig. 3
gave mostly good agreements with experiments both
before and after fracture occurred, though some
differences exist. This behavior is very helpful for
designing metallic dampers, because it proves that
these dampers have a higher capacity.

whereρis density and T is absolute temperature.
Then, damage parameter was defined as the ratio of
the change in disorder parameter to the initial
reference state disorder as follows:

⎛ ΔW
D = Dcr ⎜⎜
⎝ W0

[

⎞
⎟⎟ = Dcr 1 − e −( ms / R ) Δs
⎠

]

(3)

where Dcr is the critical damage parameter which can
be calculated from the experiment.
Thus, the proposed elastoplastic two surface damage
model, which is characterized by the two surface
plasticity model considering the yield surface, flow
rule and hardening rule on both loading and bounding
surface, and damage evolution function based on
entropy production, can be applied for solid
materials with progressive damage under cyclic
loading

σ&ij = λδijε&kk + 2με&
ij −

3μSijSklε&
kl

(σ ) ⎡⎢1+ H3μ ⎤⎥
B 2
y

p

⎣

⎦

σ&= (1 − D )σ = (1 − D )C e (ε&− ε&p )

(4)
(5)

3. Numerical results of metallic dampers with
two surface damage model

Fig. 2. Experimental result

Metallic plate dampers were simply modeled by
8-node solid brick elements (C3D8) in ABAQUS using a
user subroutine (UMAT) which a two surface damage
model was implemented. The loading and unloading at
free edge is a displacement-controlled sign function
and maximum displacement at top and bottom is 0.1.
Material properties and model parameters for A36
Structural steel of metallic dampers are shown in
Table1. Damage parameter is large at fixed edge and
is small at free edge, because the strain energy by
mechanical dissipation at fixed edge is larger than
that at free edge. Thus, a damage parameter can be
used as an index to express a damaged position.

350

FORCE (KN)

175

0

-175

-350
-0.42

Two surface model (GNL)
Two surface damage model (GNL)
-0.21

0.00

0.21

0.42

γ (rad)

Fig. 3. Analytical res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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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Damage parameter distrib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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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적층판 이론에 의한 2차원 상판 구조물의 정확하고 간단한 해석
A Simple and Accurate Analysis of Two Dimensional Bridge Deck
System by the Composite Laminates Plate Theory
한 봉 구* ․ 방 배 산**
Han, Bong-Koo ․ Bang, Bae-San
요약
대부분의 건설기술자들은 강판형교나 콘크리트 교량을 단위 폭을 가진 보로 해석 하나 이러한 구조물은
복합재료로 이루어진 판(plate) 구조이다. 이러한 구조물은 균등단면에 등분포하중을 받고 4변 단순 지지된
아니면 정확한 해석이 불가능하다. 복합 재료의 이론은 일반 기술자들이 이해하기 힘드나. 본 논문에서는
문제를 비교적 쉽게 정확히 해석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본 논문에서는 3경간 연속 판 교량과 포스트텐션된
대한 수치해석을 수행하였다.

1. 서 론

 

철근 콘크리트 상판이나 강제 뼈대 상판에 대한 평
형 방정식은 다음과 같다[1].

 
 
   
 




(3)

경계조건은
단순지지 :

 
 
 
 
      
       





      

Type 1 : w =0, M n =0,
u n = u n , u t = u t,

 
 
 
 
    
      



 


 
 
      
     



Type 2 : w =0, M n =0,

(1)

N n = N n , u t = u t,
Type 3 : w =0, M n =0,

 
 
 
 
       
         




   

Type 4 : w =0, M n =0,

 
 
 
      
     




 
 
 
  
     


 




 

u n = u n , N nt = N nt,



N n = N n , N nt = N 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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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단 :
Type 1 : w =0, ∂w =0,
∂n






               

 
 




u n = u n , u t = u t,



   




       




   

 
 
 
       

   

 


  

 
 
 
         
   


 


 

 
 
 
 
        





Type 1 : w =0, ∂w =0,
∂n
N n = N n , u t = u t,
Type 1 : w =0, ∂w =0,
∂n
u n = u n , N nt = N nt
Type 1 : w =0, ∂w =0,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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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엄연히
경우가
이러한
강교에

N n = N n , N nt = N nt.

(5)

이러한 식들은 일반 건설 기술자들에게는 너무나 어렵다.

 ,  ,



복합재료 Plate는 등분포하중을 받는 균등단면인 특
별직교 이방성판으로 4변 단순지지된 경우가 아니면
해석적 방법으로 해결될 수가 없다. 또 유한 요소법은

,

및  이 0으로 접근 할때의 과재는 필자가 쓴 책

matrix 가 일정크기를 넘으면 사용 불가능한 사실이
알려진지 오래다.
유한 차분식을 사용하면, matrix 가 아무리 커도

[1]의 7장9절에 상세히 설명되어 있다. 특정한 방향성을 갖는 많
은 적층들은 층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Β 16 , Β 26 , D 16 와 D 26
를 종속변수로 갖는 세 개의 연립편미분 방정식 대신, 종속변수

tri-diagonal 형태로 되어 필자가 몇차례 발표한 방법
으로 쉽게 해결할수 있다[2]. 이 방법의 사용실예는
몇가지 참고 논문으로 보기로 하고, 이 논문에서는 다

한 개, w 를 갖는 특별직교 이방성판의 지배 방정식 한 개로 완

음 두가지 예로 설명하기로 한다.

의 값이 감소한다. 이러한 적층판들은, 변위의 세 성분 u,v,w

전한 해석이 가능해진다.

3. 3경간 연속 콘크리트
슬래브 교량의 변위해석

다음은 그러한 적층판들의 일부이다.

고려한 슬래브의 총길이는 26m 이고 슬래브 폭은 10m로 하였다.
이것은 표준 단면도에 근거 하였으며, 이에 대한 형상을 그림1 에
도시하였다.

[ AB] r , A =- B ,
[ ABBAAB] r , A =- B ,
[ ABBCAAB] r ,   ° ° , A =- B. (6)

슬래브 상판은 교각위의 탄성 받침에 의하여 지지 되었다고 보았
으며, 그 때의 스프링 상수           로 하였

탄성지지된 특별직교 이방성 판의 지배 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다. 휨에 대한 인장 철근만 고려하였으며, 이때 시방서 규정에 근
거한 차량 진행 방향 및 진행 직각방향의 단위 폭당 철근의 배치
를 그림2 에 나타내었다.



 


                (7)
 



여기서    ,    ,        이다. 위의 식
(7) 은 4차의 단일 미분항을 가지기 때문에 중앙 차분식을 사용하
여도 소요되는 점의수가 5개가 되어 계산상 혼잡을 일으킨다. 그
러한 혼잡을 피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세 개의 종속변수 ω,

,

를 가진 세 개의 2차 연립 편미분 방정식으로 (7) 식을

그림 1 3경간 콘크리트 슬래브 교량

대체한다.
그림 2 Cross Section of Uuit Width of Concrete

(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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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짐분석
우선 위의 식을 전형적인 구간과 경계구간에 대하여 y 방향으로
차분식을 세운다. 그런후에 차분식을 MI 개의 x방향 선으로 구성

자중에 의한 처짐을 계산하고, 중앙 경간에 트럭하중 (DB-24)

된 전체 판의 각각의 선에 대해 MI 개의 matrix 방정식으로 나타

을 정적 재하하여 고찰하였다. 이 때 하중의 위치를 그림 3에 도

낼 수 있고, tri-diagonal matrix 해법을 사용하여 matrix 방정식

시하였다.

을 풀면 (x,y) 점의 ω,

,

값을 구할 수 있다[2].

2. 해석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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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으로부터 휨 강성인

 와   가

같다는 것을 알 수 있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칭이면서 균질 (isotropic)한 I 형 거
더에 대해 휨 강성을 계산하고 이를 거더의 간격으로 나누어 단위
길이당 휨 강성을 구하여 사용하였다.
그림 3

등분포 수직하중과 축방향 등분포 하중을 동시에 받는 특별직

Location of Loads

교이방성 복합적층판의 평형방정식은 다음 식 (13)과 같다.
표 1 하중위치의 처짐.
자중에 의한 값
자중과 트럭하중
0.5014E-03
0.1394E-02
0.5014E-03
0.1323E-02
0.3413E-02
0.7213E-02
0.3413E-02
0.6890E-02
0.5221E-03
0.1665E-02
0.5221E-03
0.1575E-02

①
②
③
④
⑤
⑥

  
  
 
     

 


 

 
    


(13)

수치해석에서 고려한 대상구조물은 그림 4와 같다. 그림4에서 보
는바와 같이 거더와 가로보를 갖는 지간길이가 10m, 폭이 20m인
교량 시스템을 고려하였다. 작용하중은 자중을 포함한 등분포 하
중 17700 N/m를 재하시켜 수치해석을 수행하였다.

자중에 의한 처짐을 계산 하고, 중앙 경간에 트럭하중을 정적 재
하하여 자중과 트럭하중에 의한 처짐을 계산하여 고찰하였다

거더와 가로보의 단면 형상은 그림 4와 같으며 I형강

[표1].

물성 및 형상은 다음

    

4. 복합재료 이론에 의한 포스트 텐션된 강판형



   

교 해석
- 거더 -

- 가로보 -

     

     

   

    

고려된 주 거더는 그림 4와 같이 I-형 거더이며 일반
적인 휨 강성은 다음 식 (11)과 같다[1].


          

 


    



≈     

    

   

    

      

(11)
위의 단면 특성을 고려하고 휨 강성을 계산하면 표 2로 된다.
표 2

강판 형교의 휨 강성      






62820308.00000
18846094.00000
13504002.00000
21987108.00000

본 논문에서 고려한 강상판형 교량 시스템은 그림 5와 같으며,
프리스트레스 힘은 주 거더에 작용시키는 것으고려하였다. 이 때
축하중은 100000 N 이고 편심거리는 0.2 m이다.
그림 4

I형 거더와 가로보의 단면

이때 중립면에 대하여 대칭을 이루는 1차원의 얇은 구조부재의
경우,  은 다음 식(12)와 같다.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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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mediate Supports, Journal of the
Society of Composite Materials, Vol 17 ,
0
0
0
1
=
5
@
0
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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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Han, B.K, and Kim, D.H. (2009) Analysis of Design
of Steel Slab System by means of Special
Orthotropic Plate Theory, Proc. of KISM, Vol 1
No.1, pp 87-90

0
0
0
2
=
0
1
@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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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5. Han, B.K, and Kim, D.H. (2010) Analysis of
Reinforced Concrete Slab Bridge by the Composite
Laminates Theory,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Advanced Composite Structures, Vol 1 No.1, pp
9-15

고려된 강판 형교

수치해석을 수행한 결과는 표3과 같다.
표 3 편심거리 증가에 따른 교량중심선상 지점으로부
터 위치별 처짐.

        
편심거리
위치
1
3
5
7
9

Korea

0.2

0.4

0.013807012

0.012062557

0.036204658
0.044708658
0.036210142
0.013810345

0.032046802
0.039722499
0.032052536
0.01206609

5. 결론
모든 상판구조물은 아무리 간단한 이론을 적용해도 최소한 2차원
복합재료 이론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그러나 일반 기술자들에게 이 이론은 너무 어려워서 1차원의 보
이론이 사용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일반 기술자를 위하여 어떻게 2차원 복합재료이론
을 사용하는가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에서 제시한 해
석방법을 사용하면 기존의 설계방법보다 경제적임을 알 수 있었
다.

참고 문헌
1. Kim, D. H., Composite Structures for Civil and
Architectural Engineering, E & FN SPON, Chapman &
Hall, London, 1995.
2. Han, B.K. and Kim, D.H (2001) Analysis of steel
Bridges by means of Specially Orthotropic Plate
Theory, Journal of KSSC, Vol 13 , No. 1, pp.61-69.
3. Han, B.K. and Kim, D.H. (2004), Simple Method of
Vibration Analysis of Three Span Continuous
Reinforced
Concrete
Bridge
with
Elas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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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I 440코드를 응용한 CFRP 보강된 원형 CFT기둥의 압축설계내력식
ACI 440 Code Applied Axial Design Formula
of CFRP Strengthened Circular CFT
박 재 우* · 방 중 석** · 나 환 선*** · 양 일 승****· 최 성 모*****
Park, Jai-Woo, Bang, Jung-Seok, Nah Hwan-Seon, Yang, Il-Seung, Choi, Sung-Mo
ABSTRACT
The Axial compression tests were conducted on FRP strengthened circular CFT short clumns with the test parameters of
D/t ratio and the number of FRP sheet ply. The ultimate strength design formula were proposed by applying ACI 440
code for FRP strengthened circular CFT columns.

1. 서 론

작스럭게 파단되었으며, 이후 강관에 국부좌굴이 발생되
며 파괴되었다.
Table 1 실험체 물성치 및 변수일람표

일반적으로 FRP는 철근콘크리트구조물의 보수보강 재
료로 널리 쓰여 왔지만, 강구조물의 보수보강에 대한 연
구 및 적용사례는 드물다. 이러한 원인은 보수보강재료에
대한 선입관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최근 해외
를 중심으로 강구조물의 FRP에 대한 연구가 진행 중이며
강구조물의 FRP보강을 통해 휨, 전단, 접합부 내진성능에
대해서 보강성능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는 CFT기둥에 대한 FRP보강에 초점을 맞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FRP로 보강된 원형 CFT기둥의 압축내력식에
대한 실험결과를 소개하며, ACI 440 코드를 응용하여 압
축내력설계식을 제안하며 기존의 연구결과와의 비교를 통
해 설계내력식에 대해 검증을 하였다.

실험체
C3N
C3F-1
C4F-3
C4N
C4F-1
C4F-2
C4F-3
C6N
C6F-1
C3F-3

Size

D/t


(Mpa)

D139.8×
3.2

44

365

D139.8×
4.5

31

334

D139.8×
6.6

21

301

CFRP
1겹
3겹
1겹
2겹
3겹
1겹
3겹

최대
내력
(kN)
1252.4
1409.2
2062.9
1444.5
1653.3
1839.6
2139.3
1757.1
1833.6
2274.6

2. 실험내용
2.1 실험변수 및 셋팅
FRP로 보강된 원형CFT 단주기둥에 대한 압축실험을 수
행하기 위해 총 10개의 실험체를 제작하였으며, 실험변수
는 직경-두께비(D/t), FRP 보강겹수를 채택하였으며 실험
체물성치 값 및 일람표는 표 1에 정리하였다. 실험체의
길이는 620mm(L/D=4.43)이고, 내부충전콘크리트의 28일
압축강도값은 36MPa이다. CFRP의 인장강도는 3500MPa, 두
께는 0.111mm/ply이다.
(a)무보강CFT(C3N)
(b)보강 CFT(C3F-1)
Fig. 1 실험체의 최종파괴전경

2.2 파괴거동 및 내력분석
그림 1에 기존 CFT기둥과 FRP로 보강된 실험체에 대한
최종파괴전경을 나타내었다. 보강이 되지 않은 실험체와
보강된 실험체 모두 압축변형이 증가함에 따라 실험체 단
면이 횡방향으로 팽창하였다. 이후 기존 CFT는 국부좌굴
이 발생하며 최종적으로 파괴되었으며, 보강된 CFT 기둥
은 횡방향팽창이 FRP에 의해 지연되었지만 하중증가에 따
라 강관의 횡방향팽창으로 인해 FRP가 전단면에 걸쳐 급

*
**
***
****
*****

정회원․
정회원․
정회원․
정회원․
정회원․

그림 2는 D/t=44 실험체의 하중-축변위 곡선을 나타낸
것이다. 무보강 CFT는 최대내력이후 소성변형구간에서 하
중이 증가함에 따라 내력이 거의 일정하였지만, FRP보강
CFT는 FRP의 구속효과로 인해 내력이 계속적으로 증가하
였으며, 최대내력 이후 FRP의 급작스런 파괴로 내력이
급격히 저하되고 이후 기존CFT와 비슷한 거동을 보였다.

서울시립대학교 건축공학과 박사후과정 연구원, E-mail: anm21c@hanmail.net - 발표자
대림산업(주) 차장, E-mail: bjsin@dic.co.kr
한전 전력연구원 책임연구원, E-mail: hsnah@kepri.re.kr
동신대학교 건축학부 조교수, E-mail: yang1698@dsu.ac.kr
서울시립대학교 건축학부 부교수, E-mail: smc@uos.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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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실험체 제원 및 실험결과와 제안식과의 비교
시험체
Size(mm)

연구자
Xiao(2007)
Xiao(2007)
Xiao(2007)
Xiao(2007)
박재우
박재우
박재우
박재우
박재우
박재우
박재우

D152×2.9
5
D152×2.9
5
D152×2.9
5
D152×2.9
5
D139.8×3
.2
D139.8×3
.2
D139.8×4
.5
D139.8×4
.5
D139.8×4
.5
D139.8×6
.6
D139.8×6
.6

실험
결과
(kN)

실험
결과
(kN)




897

2233.0

2632.5

0.85

356

897

2266.0

2632.5

0.86

5.6

356

897

3439.0

3035.2

1.13

2.95

5.6

356

897

3438.0

3035.2

1.13

Carbon

3.2

0.111

365

3500

1409.2

1784.9

0.79

37.5

Carbon

3.2

0.333

365

3500

2062.9

2091.1

0.99

1겹

37.5

Carbon

4.5

0.111

334

3500

1653.3

1946.7

0.85

2겹

37.5

Carbon

4.5

0.222

334

3500

1839.6

2094.9

0.88

3겹

37.5

Carbon

4.5

0.333

334

3500

2139.3

2213.0

0.97

1겹

37.5

Carbon

6.6

0.111

301

3500

1833.6

2139.6

0.86

3겹

37.5

Carbon

6.6

0.333

301

3500

2274.6

2357.6

0.96

(MPa)

FRP
Type

 (mm)

2겹

46.6

Carbon

2겹

46.6

4겹

보강
겹수

′







(mm)

(MPa)

(MPa)

2.95

2.8

356

Carbon

2.95

2.8

46.6

Carbon

2.95

4겹

46.6

Carbon

1겹

37.5

3겹

 exp


여 사용한다.
      
    
(2)


식(1), (2)를 이용하여 FRP로 보강된 원형 CFT기둥의
압축내력식은 식 (3)에 나타내었으며 유사한 실험조건을
가진 Xiao(2007) 또한 비교하였다. 실험결과와의 비교는
Table 2에 나타내었으며, 제안식은 상당히 일치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       
(3)
Fig. 2 하중-축변위 곡선(D/t=44)

4. 결론
3. 설계내력식 제안

본 연구에서는 FRP로 보강된 원형 CFT기둥의 압축거동
을 파악하기 위해 압축실험을 수행하였으며, FRP의 구속
효과로 인해 보강겹수가 증가함에 따라 압축내력이 상승
하였다. 또한 보강된 CFT기둥의 압축내력설계식을 ACI
440code를 응용하여 제안하였으며, 실험결과와 비교적 일
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1 ACI 440 코드의 기본개념
원형 내부콘크리트가 강재 혹은 FRP로 구속되어 있을
때 내부충전콘크리트는 구속효과에 의해 압축내력이 상승
하게 된다. FRP 보수보강에 대한 설계규준을 다루고 있는
aCI 440code의 경우 FRP로 구속된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 ′  )를 식 (1)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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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식(1)은 강관으로 구속되어 있는 콘크리트에 대한
압축강도 산정에 주로 쓰이고 있으며, Mander에 의해 제
안되었는데 FRP로 구속되어 있는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를
예측하는데도 적용되며, 비교적 정확한 값은 산정할 수가
있다. 이때 구속된 콘크리트에 대한 횡방향 구속력(   )은
식 (2)과 같이 결정된다. 본 연구에서는 FRP와 원형강관
의로 동시에 구속되어 있으므로, 두 부재에 대해 중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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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중 균등 분포를 위한 합성기초 Frame의 구조성능에 관한 연구
An Study on Structural Performance of Composite Foundation Frame
for Uniformly Distributed load
류 재 용* · 강 승 호 ** · 이 성 희*** · 최 성 모****
Ryoo, Jae-Yong · Kang, Seung-Ho · Lee, Seong-Hui · Choi, Sung-Mo
ABSTRACT
We evaluated structural performance of Frame for uniformly distributed load to micro piles which was arranged in a line.
We predicted behavior and load distribution with Abaqus which is general finite analysis program. And Structrual
experiment was conducted using full scale test model.

1. 서 론

구조적 거동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건축물의 고층화, 대형화 추세에 따라 상부 구조물로
부터 전이되는 하중이 커지게 되고, 이러한 하중을 균등
하게 지면에 전달하기 위하여 기초구조물의 규모도 커지
고 있다. 현재 지어지고 있는 초고층 건축물의 경우 기초
두께가 최소 4m이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럴 경우, 콘크
리트 수화열 제어, 터파기 및 철근 물량의 증가, 이로 인
한 공사비의 증가가 필수적으로 뒤따르는 문제점이 발생
한다. 현재 이러한 단점을 해결하고자 합성기초에 대한
연구 및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윤상문 외 2009, 김서형
외 2010). 기존 연구에서 다루어진 합성기초는 독립기초
와 Mat기초에 적용을 위한 것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협소한 공간내 일렬로 시공된 마이크로
파일의 효율을 극대화하고, 기둥으로 전달되는 하중이 파
일에 균등하게 전달되게 하기 위한 합성기초 Frame의 구
조성능을 평가하였다.

표 1. 재료 물성치
강재

항복강도

탄성계수

프아송비

지점강성
(반력판)

SM490

325MPa

206GPa

0.3

30GPa

2. 유한요소해석

그림 1. 해석모델
2.2 해석결과

본 연구에서는 Abaqus 6.9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합성
기초 Frame의 유한요소해석을 수행하였다.

Frame의 하중-변위 관계를 그림 2에 나타내었다. 콘크
리트와 합성이 되지 않은 Frame만으로도 항복 및 최대하
중은 2,620kN과 3,600kN으로 나타났다. 실제 기둥으로부
터 전이되는 하중은 약 1,900kN으로 예상된다. 이는
Frame구조물의 탄성구간내의 하중 범위에 위치하고 있다.
실제하중 대비 항복하중의 비는 0.72로서 Frame 구조물은
충분한 안전율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1,900kN 가력시 Frame구조물의 응력분포는 가력
지점인 A와 용접부위인 B점에서 응력이 다소 집중되는 것
으로 나타났으나 전반적으로 전단면에 걸쳐 응력의 분포
가 균등히 나타났다.

2.1 해석방법
해석에 적용된 재료 물성치는 표 1, 해석모델은 그림
1에 나타내었다. 해석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반력판
(125×125×10㎜)의 강성을 현장의 마이크로파일이 설치
되는 지점과 동일하게 설정하였다.
해석은 하중제어와 변위제어 2가지 방법으로 진행하였
다. 기둥과 접합되는 그림 1의 A지점에 약 1,900kN의 하
중을 가력하여 B~E점의 반력이 균등하게 분포 되는지를
분석하였다. 또한, A지점의 변위제어를 통하여 Frame의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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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하중-변위 관계

그림 3. 응력분포

그림 5. 중앙부와 외곽부의 지점 세팅
3.3 실험결과
Frame구조물의 상부에 880kN의 하중을 가력한 결과
Frame지점의 반력분포는 200~240kN로 나타났다. 하중 증
가에 따른 지점별 반력의 증가추이는 일정하게 나타났다.

표 2. 지점별 반력분포
B

C

D

E

1,900kN 가력시

470kN

480kN

480kN

470kN

3,600kN 가력시

890kN

900kN

900kN

890kN

해석결과 실제 기둥으로 전이되는 하중 1,900kN과 최
대하중 3,600kN이 가력될 경우 각 지점 B~D지점의 반력을
표 2에 나타내었다. 중앙부와 양단부의 편차는 3%이내로
서 하중이 균등이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6. 지점별 반력증가추이

3. 구조성능실험

그림 7. 지점별 반력

4. 분석 및 고찰

상부 기둥으로부터 전이되는 하중이 Frame을 통해 일
렬로 배열되어 있는 마이크로 파일로 균등하게 분포되는
지 여부와 하중 가력시 Frame의 구조적 거동을 파악하기
위해 실대 구조성능 실험을 수행하였다.

유한요소해석 결과, 실제 기둥으로부터 전이되는 하중
1,900kN가력시, 각 지점의 반력의 분포는 최대 8% 이하로
나타났으나, 실제 하중의 약 1/2인 900kN의 하중을 가력
한 구조성능 실험 결과 반력의 분포는 200~240kN로서 편
차가 최대 16%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실험이 진행됨에
따라 Frame의 용접부의 수축에 의해 양단부가 다소 들리
는 현상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3.1 실험체 개요
실대 구조성능실험을 위해 SM490강재를 사용하여 실험
체를 제작하였다.

5. 결론
상부 기둥으로부터 전이되는 하중을 일렬로 배열되어
있는 마이크로 파일로 균등하게 분포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된 Frame의 성능을 유한요소해석과 구조실험을 통해
확인하였다. Frame은 상부하중을 각 지점으로 균등하게
분포하였으며, 실제 가해지는 하중(1,900kN)보다 약 28%
높은 2,620kN까지 항복내력을 발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Frame이 콘크리트와의 합성작용을 통해 합성기
초로서 활용될 경우, 원래의 목적인 하중 균등분포 효과
를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4. 실험체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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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형강관을 이용한 SRC기둥의 구조성능에 관한 해석적 연구
An Analitical Study on Structural Performance of SRC Column using
Square Steel Tube
이 성 희* · 이 현 철 ** · 염 경 수 *** · 김 영 호**** · 최 성 모*****
Lee, Seong-Hui · Lee, Hyun-Chyul · Yom, Kyong-Soo · Kim, Young-Ho · Choi, Sung-Mo
ABSTRACT
In this study, We evaluated structural performance of SRC Column using square steel tube. the parameter is a pre-axial
load for inner CFT column. ABAQUS 6.9.3 was used for analysis. The results from this study show that the pre-axial
load for inner CFT column does not affect to structural performance of the SRC column using square steel tube. And, a
experimental test is needed to investigate the results of this study.

1. 서 론

과 성능을 분석하기 위해 유한요소해석을 수행하였다.
2.1 해석대상
해석에는 CFT기둥에 선축력의 작용유무를 변수로 총2
개의 실험체를 해석대상으로 하였다. PSRC-1기둥은 CFT기
둥에 축하중이 작용하는 상태에서 콘크리트가 피복된 SRC
기둥이며 SRC-2기둥은 강관내부의 콘크리트와 외부의 콘
크리트가 동시에 타설된 SRC기둥이다.
표 1. 해석모델

최근 CFT 구조는 우수한 구조 성능을 인정받아 고층건
물 뿐만 아니라 저층 및 대공간 건물에 대한 사용빈도가
늘어나는 추세이다. 또한 고강도 콘크리트 개발과 강재의
가격상승으로 고강도/고성능 강재의 이용기술에 대한 연
구가 활발해지고 있다. 특히 한국, 중국, 호주 등을 중심
으로 얇은 두께의 강관을 이용한 CFT기둥의 현작적용을
위한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얇은 강관을 이용한 CFT기둥을 지하층과
지상층을 동시에 시공하는 탑다운 공법에서 지하층 기둥
을 CFT구조로 선시공한 후 터파기를 진행하면서 콘크리트
를 피복하여 SRC기둥으로 만드는 공법이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CFT기둥으로서 시공하중을 이미 받고 있는
상태에서 콘크리트가 피복되므로 그에 대한 구조거동과
성능에 대한 연구는 지금까지 수행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CFT기둥에 시공하중이이 작용하
는 상태에서 콘크리트가 피복된 SRC기둥에 대하여 유한요
소해석방법을 이용하여 구조거동과 성능을 평가하고자 한
다.

모델
Steel
Concrete

Fy 또는 fck
235MPa
30MPa

2.2 해석방법
해석에는 범용유한요소해석프로그램인 ABAQUS 6.9.3을
사용하였다. 해석에 사용된 요소는 8노드 솔리드 요소인
C3D8R요소이며 1/4대칭으로 모델링 하였다. 가력은 2단계
로 진행되었다. 첫 번째로 내부 CFT기둥에 CFT기둥의 최
대내력의 30%의 축력을 하중제어로 선가력하였다. 이후
SRC기둥의 전단면을 변위제어로 100mm를 가력 하였다. 완
성된 해석모델은 그림 2와 같다.

(a) 단면형상
(b) 시공현장
그림 1. 각형강관 매입형 SRC기둥

2. 유한요소해석
본 연구에서는 각형강관이 매입된 SRC기둥의 구조거동
*
**
***
****
*****

포아송비
0.3
0.2

그림 2. ABAQUS 해석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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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석결과

타냈다. 내부 CFT기둥 설계내력(Pu)의 30%를 초기하중으
로 선 가력한 해석대상인 PSRC-1의 초기강성은 SRC-2에
비해 약 3% 높게 나타났으며 최대내력은 9% 높게 나타났
다. PSRC-1의 각 요소별 최대내력은 SRC-2에 비해 강관내
부 콘크리트는 82%, 외부 피복콘크리트는 122%, 강관은
82%의 축력에 저항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해석대상의 최대내력과 강성비교

해석대상에 대한 초기강성, 최대내력, 각 요소별 최대
내력을 표 2에 나타내고 하중변위관계와 응력분포를 그림
3과 그림 4에 나타냈다.
표 2. 해석결과
최대

강성

실험체

내력

[kN/mm]

PSRC-1
SRC-2

(kN)

5577
5398

4463
4091

각요소별 최대내력
Conc
Conc
Tube
(in)

(out)

[kN]
685
834

[kN]
3438
2815

[kN]
377
459

실험체

[kN/mm]

PSRC-1
SRC-2
PSRC-1/

5,000
4,000
하중(kN)

강성

SRC-2

3,000

최대
내력
(kN)

각요소별 최대내력
Conc
Conc
Tube
(in)

(out)
[kN]
3438
2815

[kN]
377
459

1.22

0.82

5577
5398

4463
4091

[kN]
685
834

1.03

1.09

0.82

그림 4에 PSRC-1과 SRC-2의 하중 변위 관계를 나타냈
다.

2,000
1,000

5,000
0
0

5

10

15

20

4,000

PSRC-1-Conc(in)

PSRC-1-Conc(out)

PSRC-1-Tube

PSRC-1

하중(kN)

변위(mm)

(a) PSRC-1
5,000

3,000
2,000
1,000

하중(kN)

4,000

0
0

3,000
2,000

5

10
변위(mm)

PSRC-1

15

20

SRC-2

그림5. PSRC-1과 SRC-2의 하중변위 관계 비교

1,000

5. 결론

0
0

5

10

15

20

본 연구에서는 CFT기둥에 선축력이 작용하는 상태에서
콘크리트가 피복된 SRC기둥에 대하여 유한요소해석방법을
이용하여 구조거동과 성능을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
PSRC-1과 같이 초기시공하중을 받는 합성기둥에서 구조성
능의 저하가 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본
해석결과는 실험연구를 통해 검증될 필요가 있으며, 추후
구조실험을 통해 그 거동과 성능을 분석할 예정이다.

변위(mm)
SRC-2-Conc(in)
SRC-2-Tube

SRC-2-Conc(out)
SRC-2

(b) SRC-1
그림 3. 해석결과

감사의 글
2010년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
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o.2010-0018929)

참고 문헌
1. Performance of concrete filled steel tube
reinforced concrete columns subjected to cyclic
bending, Lin-Hai Han, Fei-Yu Liao, Zhong Tao, Zhe
Hong, Journal of Constructional Steel Research, 65
(2009) 1607-1616

그림 4. PSRC-1의 응력분포

4. 분석 및 고찰
표 3에 각 해석대상의 최대내력과 강성을 비교하여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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