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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RP 부재를 사용한 독립형 부유식 태양광발전 구조물의 시공
Installation of Isolated Floating Type PV Generation Structure Using
PFRP Members
김 선 희* · 이 영 근** · 윤 순 종***
Kim, Sun-Hee · Lee, Young-Guen · Yoon, Soon-Jong
ABSTRACT
Recently, environmental problems associated with the excessive use of fossil fuel are hot issue throughout the world. As
an alternative energy resource, the importance of renewable energy is continuously rising. Especially, growth rate of
photovoltaic energy generation is the best. In this paper, we present the result of investigations pertaining to the
development of photovoltaic energy generation system installed on the sea. The system is consisted of photovoltaic energy
generation panel, panel supporting structure, and floating structure. In the panel supporting structure, fiber reinforced
polymer plastic (FRP) member manufactured by the pultrusion process is used. A floating type PV power generation
structures shall be fabricated and this unit structure (I.e., module) is connected to extend to the appropriate size
considering safety, workability, and economic efficiency. Developed floating type photovoltaic energy generation system is
installed at fish farm in the south coast of Korea.

1. 서 론
최근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하여 각 기업에서는 신재생
에너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가에서도 신재생에너
지 공급의무화제도(RPS)를 시행하며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있다. 이 중에서도 태양광발전은 2011년
세계적으로 청정에너지 관련 투자 중 2009억달러를 차지
해 세계 청정에너지 부문 최대 투자를 이끌었다. 국내에
서는 태양광발전 분야에서 부유식(수상 또는 수면) 태양
광발전이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수자원공사(K-Water)와
충청남도 아산시에서 부유식(수상) 태양광발전소의 건설
을 계획 및 실행중이다. 홍익대학교에서는 한국해양과학
기술진흥원의 지원을 받아 2009년도 부유식 태양광발전
시스템의 1차 시작품을 경상남도 통영에 설치하였고,
2010년 추가로 1기의 시작품을 설치하였다. 이 연구에서
는 경상남도 통영 풍화리에 설치된 부유식 태양광발전 시
스템 2차 시작품의 개요를 설명하고, 제작과정 및 현장시
공과정을 소개하였다.

차 시작품과 2차 시작품의 비교표를 Table 1에 나타내었
다. 1차 시작품과 2차 시작품의 가장 큰 차이는 단위면적
당 발전량이 증가하였으며 PFRP의 물량은 감소하였다는
것이다. 따라서 적은 면적에서 큰 발전효율을 낼 수 있으
면서도, PFRP 물량의 감소로 인한 재료비 감소와 함께 총
공사비를 줄일 수 있었다. 또한 가두리 양식시설에 설치
하여 전기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독립형 시스템으로 설치
되었다. 또한, 가두리양식 시설에 결합시켜 추가적인 계
류장치는 필요하지 않았다.

Fig. 1 2차 시작품의 형태

2. 부유식 태양광발전 시스템 2차 시작품의 개요

Table 1 1차 시작품과 2차시작품의 일반사항
이 연구에서 진행한 1차 시작품으로 부유식 태양광발
전 시스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2010년 최훈의 논문을
통해 발표한 바 있다. 2차 시작품은 1차 시작품의 성공적
인 시공과 충분한 안전성을 확인하고 구조물의 최적화에
초점을 맞추어 설계하였고, 구조해석을 통하여 안전성을
확인하였다. Fig. 1에 2차 시작품의 형태를 나타내었고 1

구분

구조물 크기

발전용량

PFRP
물량

단위면적당
발전량

1차  × 



  

2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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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유식 태양광발전 시스템 2차 시작품의 시공
2차 시작품의 설치 현장은 경남 통영의 가두리양식장
에 설치하였다. 2차 시작품의 부재는 ㈜한국화이바에서
생산하였으며, 연결부에 사용되는 강재 보강판은 전기아
연도금을 하고 추가로 도장을 실시하여 내식성을 보강하
였다. 가공된 부재에 철물을 비롯한 각 부재를 연결한 후
실내에서 가조립을 하는 과정을 Fig. 2에 나타내었다.

하였다. 또한, 부유체와 구조물의 결합은 일반적으로 가
두리 시설에 많이 사용하는 아스팔트코팅 합성로프를 사
용하였다. Fig. 3은 2차 시작품의 현장조립과정을 보여주
고 있다.
완성된 단위구조물은 크레인을 이용하여 수상으로 진
수하였다. 설치 위치는 가두리양식장으로써 배전반을 설
치할 수 있는 바지선의 옆 부분에 부유식 태양광발전 시
스템 구조물을 설치하였다. 부유식 태양광발전 시스템의
고정시에 기존 가두리양식 시설과의 결합과 발전효율 증
대를 고려하여 정남향이 아닌 남동쪽으로 향하도록 설치
하였다. 다음 Fig. 4는 2차 시작품의 수상설치 과정을 나
타내었다.

Fig. 2 2차 시작품의 실내 가조립
실내에서 가조립한 부재들을 최소로 분해하여 현장운
반을 위한 상차를 실시하였다. 이때, 시공지침에 따라 상
차시 구조물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주의하여 상차를 실시
하였으며, 상차 후에 결속을 단단히 하여 구조물을 보호
하였다.

Fig. 4 2차 시작품의 수상설치

4. 결 론

가공된 부재들의 가조립과 현장조립을 통해 부유식 태
양광발전 시스템 2차 시작품의 설치를 성공적으로 완료하
였으며, 가두리 양식장에 독립적으로 전기를 공급하는 시
스템을 구축하였다.

감사의 글
이 연구는 건설교통부 건설기술혁신사업 (11기술혁신C03
11CCTI-C060796-01-000000) 지원으로 수행되었으며 이에
감사드립니다.

참고 문헌
Fig. 3 2차 시작품의 현장 조립
현장조립 역시 실내 가조립과 동일하게 진행하였다.
구조물의 기본적인 프레임을 완성한 후 태양광패널과 부
유체를 결합하였다. 부유체는 직경이 700mm인 스티로품
부유체를 사용하였으며, 개당 약 500의 부력을 가지고
있다. 크레인이 구조물을 들어올릴 때에 태양광패널을 부
착한 구조물이 뒤틀어지는 현상이 없도록 구조물을 고정

2

한국복합신소재구조학회 학술발표회 논문집

1. 최훈, 주형중, 남정훈, 윤순종(2010), 부유식 태양광
에너지 발전시설의 개발, 한국복합신소재구조학회 논
문집, 제1권, 제1호, pp.16-26.
2. 이영근, 박소영, 남정훈, 윤순종(2011), 펄트루젼 FRP
를 사용한 부유식 태양광발전 시스템의 모듈간 연결부
개발.한국복합신소재구조학회 학술발표논문집. pp.70-71.

보강섬유판을 활용한 신축이음 시공 개선 사례
A Construction Practice for Expansion Joint Using Fiber Net
김영진*·윤수환**
Kim, Young-Jin · Yun, Su-Hwan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s construction practices for expansion joint using fiber net. After completion of underpass construction
of concrete action by the ambient temperature, vehicle vibration and cyclic load due to cracking of asphalt layer expansion
joint can penetrate broken asphalt and concrete pavement rapidly destroy the pavement.

1. 서 론
기존에 지하차도는 개착 후 콘크리트 구조물을 타설하
여 기초를 형성하고 그 위에 아스팔트 포장을 하는데 아
스팔트 도로포장과 관련하여 콘크리트 구체이음부의 특성
과 콘크리트 구체 거동이 아스팔트 포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충분한 검토없이 설계되어 왔다. 지하차도 완공 후
대기온도에 의한 구체의 신축작용, 차량진동 및 반복하중
등으로 인하여 신축이음부에는 아스팔트층의 균열, 함몰,
파손 등이 발생되어 침투수로 인한 아스팔트 포장층과 콘
크리트 구체 등의 파손이 심각하다.

2. 신축이음부 아스팔트층의 파손원인
2.1 신축이음부 영향
지하차도의 콘크리트 구체는 일정한 간격을 두고 신축
이음부가 발생하나 아스팔트 포장층은 joint 구분없이 연
속 결속된 상태로 포장된다. 물리적 특성이 다른 이질재
료의 사용과 노면수의 유입, 지하수의 영향으로 인하여
포장층의 파손과 온도변화에 의한 구체의 신축작용시 아
스팔트층에 균열이 발생한다. 이 균열은 차량 윤하중 등
에 의해 골재가 분리되면서 아스팔트포장 주행면에 포트
홀 발생 등의 원인이 된다.

Fig. 1 아스팔트층의 균열 및 파손
2.3 도로봉함재를 이용한 신축이음 시공
지하차도 BOX-Type과 U-Type 구간의 연결부에 도로봉함
재를 이용한 아스팔트 포장 조인트의 연속화는 노면의 평
탄성을 현저하게 개선하기 위한 것이나, 지하수위의 상승
및 노면수의 침투로 인하여 포장층의 균열로 이어지고,
통행차량에 의한 진동 및 윤하중으로 인하여 지지판의 균
열이 전이되어 차량의 안전성이나 쾌속성을 확보할 수 없
게 된다. 일반적으로 봉함재(Fig. 2 참조)는 ASTM D 6690
에 근거하여 만들어진 제품으로서 최대신축량 30mm에 적
용이 가능하며 지하차도 신축이음, 교량 종방향JOINT,
BOX암거, 캔틸레버 확장구간 접속부에 적용이 가능하다.
봉함재는 연화점이 높아 고온에서도 변형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부착강도와 부착신율이 현저하게 크다. 특히 저온
에서의 균열발생이 현저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2.2 반복하중 등에 의한 영향
차량운행에 의한 지속적인 반복하중 및 진동은 아스팔
트층을 지지하는 콘크리트 구체 중 가장 약한 신축이음부
위부터 차츰 함몰이 진행되면서 피로파괴가 발생한다
(Fig.1 참조).

Fig. 2 도로봉함재 설치 후 전경

* 정회원․ 토지주택연구원 수석연구원 공학박사 E-mail: yjkim016@lh.or.kr
** 정회원․ 유한회사 이지스건설 대표이사 E-mail: egis112@daum.net - 발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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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하차도의 신축이음 개선
3.1 배수 및 철판보강판의 문제
비가 오면 아스팔트 포장층으로 우수가 침투하며, 침투
수는 종·횡단 기울기에 따라 콘크리트 슬래브를 타고 신
축이음부에 다다른다. 도로봉함재 신축이음은 완벽한 방
수실현이 가능하므로 배수의 문제가 발생하며, 신축이음
부에 저장된 물은 아스콘 표층으로 올라오고 습기를 머금
고 있는 아스콘 포장이 약해져 포트홀로 진행하며 겨울철
에는 결로 또는 포트홀로 인한 사고위험까지 내포하고 있
다(Fig. 3 참조).

보강섬유판은 요철이나 단차가 심한 콘크리트 슬래브와의
밀착이 용이하며 습기를 포함하지 않아 부식이 없다는 장
점이 있으며, 유지보수가 용이하고 주행성이 좋다. 또한
신축이음부로 침투하는 우수의 완벽한 차단이 가능하다
(Fig. 5 참조).

Fig. 5 개선된 시공 사례

4. 결 론
Fig. 3 배수 및 철판보강에 의한 신축이음 문제
침투수가 저장된 공간에 배수로 확보가 미비하여 수분
이 항상 노면에 포함되어 있으며, 콘크리트 슬래브와 슬
래브 사이는 온도변화에 따라서 이격거리를 설치한다. 이
때 강판(지지판)은 골재포설시 유간사이로 골재가 들어가
채워지는 것을 막아주는 기능을 하지만 콘크리트 슬래브
표면은 매끄럽지 못하고 지반의 부등침하 등으로 인하여
단차가 발생하는 구간에 강판(지지판)을 설치하게 되면
하중을 받는 반대쪽이 상하 반복작용을 하게 되어 도로봉
함재에 균열을 발생하게 된다(Fig. 4 참조).

지하차도의 진출입로에 차량의 주행 및 하부 콘크리트
층의 단차 발생 등으로 인하여 균열 및 파손이 종종 발생
하고 있으며, 차량의 주행으로 인하여 충격하중과 온도변
화로 인하여 수축, 팽창이 발생하고 있으며, 노면수나 지
하수의 흐름에 따라서는 강판의 부식 발생 등의 문제가
있었으나 지지강판 대신 지지보강섬유판을 사용하여 파손
을 최소화 하고자 노력하였다.
본 공법의 적용으로 차량 주행성 및 경제성이 양호하며
방수 및 배수로를 동시에 확보함으로서 구조물의 내구성
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유지관리비용 또한 절감
할 수 있다.

감사의 글
본 연구는 LH공사 지하차도 신축이음 시공실태 점검 및
하자요인 분석에 따른 개선사례로 발표되었으며 이에 감
사드립니다.

참고 문헌
Fig. 4 지하차도 신축이음 철판 따라 균열 발생
또한 강판은 차가운 성질을 가지고 있어 온도차가 발생
하면 습기가 발생하게 되고 지지판으로 쓰인 강판위에
190℃로 가열된 도로봉함재를 도포하게 되면 강판의 표면
은 습기로 뒤덮여 도로봉함재가 접착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내포된 습기는 두께가 4mm인 강판을 부식시켜 부
피팽창이 발생하게 되어 도로봉함재 신축이음부의 체적변
이가 발생해 하자로 이어지기도 한다.
3.2 개선 사례
슬래브드레인은 노면수나 지하층을 타고 들어온 유입수
배출이 용이하도록 유공관(슬래브드레인)을 사용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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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LH공사(2010) 토목공사 설계지침 및 적산지침

열가소성수지를 활용한 기둥의 내진성능평가
Thermoplastic Resin using Earthquake-proof Performance
Evaluation of Column
장 준 호* · 박 동 병** ·최 성 훈***
Chang, Chun-Ho · Park, Dong-Byoung · Choi, Sug-Hun
ABSTRACT
The existing study on fiber reinforced of the reinforced concrete columns are mainly used to thermosetting resin for
evaluate the seismic performance. as compared with thermoplastic resin, thermosetting resin is the advantage of greater
strength and stand in high temperature. but, thermosetting resin has many environmental problems about recycling. In this
study, better toughness, recyclability and the advantage of rapid construction than thermosetting resin used to the seismic
performance evaluation. The existing unreinforced and Superex reinforced concrete compression test specimens
experimented with 4 kinds about reinforced repeat. (unreinforced, 1 layer, 3 layers, 5 layers) The test results appear to be
increased the maximum load of 98.37% that 5 layers reinforced repeat when compared to unreinforced

1. 서 론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은 우수한 내구성 및 시공성 등의
장점으로 건설 분야에서 많이 사용 되고 있다. 그러나 시
공, 각종 자연현상 또는 구조적인 요인들에 의해 시간이
경과하면서 내력저하 등 여러 구조적인 성능저하의 문제
점이 발생하여 구조물의 내진 보수·보강이 필요하다. 이
와 같은 문제점의 해결책으로 섬유보강은 구조물의 구조
성능 및 내구성능이 저하된 구조부재의 콘크리트 표면에
붙여 내력 증대 및 인성 향상을 목적으로 현재 사용되고
있다. 현재 강도가 크고 비교적 고열에서 잘 견디는 열경
화성수지를 활용하여 섬유 보강을 했다. 하지만 한번 경
화가 일어나면 다시 녹여서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재
활용성과 환경적인 문제의 단점들이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열가소성수지를 활용하면 기존의 열경화성수지 보다
공기 단축과 대량생산이 가능하며, 재사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보강재로써의 사용비중이 미
미하고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기존 유리섬유의
시공성 향상과 탄소섬유의 인장강도에 근접한 향상된 유
리섬유 소재인 초고강도 유리섬유(Superex)가 개발 되어
이를 활용한 기둥의 보강 효과를 입증하고자 한다.

2. 열가소성수지의 특성
수지의 종류는 크게 열경화성수지와 열가소성수지로
나누어진다. 기존의 기둥의 보강재의 경우 열경화성 수지
를 사용하였다. 열경화성 수지는 열가소성 수지에 비하여
강도가 크고 비교적 고열에서 잘 견디기 때문이다. 그러
나 열경화성 수지는 한번 경화가 일어나면 다시 녹여서

사용할 수가 없다. 이러한 단점은 환경문제 및 재활용 측
면에서 문제를 발생하게 된다. 열가소성 수지는 환경적인
부분에서는 재활용성이 우수하며, 원재료의 생산에너지가
낮고, 완전 열분해에 의한 잔류물이 없어 환경 친환경 폐
기가 가능하다. 열경화성 수지에 비해 향상된 인성과 더
좋은 환경저항(높은 온도, 습기, 유체 저항성), 짧은 제
조시간, 불연성, 무한한 형상유지라는 장점과 재료의 값
이 싸고 신속·대량 생산이 가능하다는 이점을 가지고
있다.

3. 실험계획 및 방법
무보강 공시체와 초고강도 유리섬유(Superex)로 보강
된 콘크리트 압축시험용 공시체의 내력 및 변형정도를 비
교 평가하고 보강횟수를 변수로 두어 실험을 검토 하였
다. 유리섬유로 보강된 시험체 제작을 위하여 사용된 콘
크리트제조는 KS F 2403 콘크리트의 강도 시험용 공시체
제작방법을 기준으로 실행 하였다. 공시체의 규격은 지름
100mm × 높이200mm의 제원과 27MPa 강도로 발현된 원주형
공시체로 제작하였으며 T사 레미콘의 콘크리트를 사용하
였다. 타설 후 24시간 후에 탈형하여 20~22℃의 온도를
유지시키며 수중양생을 시켰다. 실험 전에 콘크리트 연마
기를 사용하여 공시체 상하면의 편심을 최소화 하였다.
이 실험체는 재령 28일 강도로 표 1은 콘크리트 배합표를
나타낸 것이다.

* 정회원․ 계명대학교 토목공학과 부교수공학박사, E-mail: chunho@kmu.ac.kr
** 학생회원․ 계명대학교 토목공학과 석사과정, E-mail: pdb4217@kmu.ac.kr - 발표자
*** 학생회원․ 계명대학교 토목공학과 석사과정, E-mail: cas_per@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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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실험결과
설계기준 굵은골재
잔골
공기량 물․시멘트
강도 최대치수
재율
범위(%) 비 W/C(%)
(MPa)
(mm)
S/A(%)
27

25

4.5 ± 1.5

23.8

42

슬럼프
(mm)
650 ± 50

먼저 공시체의 표면의 열화층(풍화, 레이턴스, 박리
모르터, 페인트, 오염물질 등)을 제거한 후 연마에 의한
미립분은 압축공기로 제거하고 충분히 건조시켰다. 열가
소성수지 보강방법은 먼저 수지에 인장력을 주어 평평하
게 만든 후 공시체와 열가소성수지가 밀착할 수 있도록
압력과 토치를 이용해 열을 가하여 열경화성수지와 공시
체를 부착하였다. 섬유 적층 시에 발생하는 상, 하면의
섬유 잔재는 연마기를 이용하여 표면처리 하였다. 보강횟
수는 무 보강, 1겹, 3겹, 5겹으로 4종류로 구분 하여 실
험 하였다. 실험체에 하중을 가하기 위하여 S사의 5MN 콘

Fig. 2 무 보강실험체의 응력변형률 곡선

크리트 압축 시험기를 사용하여 초당   의 속도
로 측정하였다.

Fig. 3 1겹 보강실험체의 응력변형률 곡선

(a) 섬유 보강 전경
(b) 압축강도 시험 전경
Fig. 1 실험 방법

4. 실험결과
각 실험체별 압축응력 실험결과 보강횟수에 따라 응력
범위가 다르게 나타났다.
Table 2 실험결과
공시체
최대응력
보강
(MPa)
무 보강
25.75
1겹 보강
27.73
3겹 보강
50.62
5겹 보강

51.08

하중
증가율(%)
7.69
96.58

최대힘
(KN)
202.20
217.80
397.58

최대
변위(mm)
1.93
3.85
6.17

98.37

401.19

8.0

Fig. 4 3겹 보강실험체의 응력변형률 곡선

Fig. 5 5겹 보강실험체의 응력변형률 곡선
콘크리트 강도별 응력-변형률 곡선을 Fig 2~5에 나타
내었다. Fig.2에서 무 보강 공시체의 강도는 25.75MPa를
나타내었으며 fig.3에서 1겹 보강은 강도 27.73MPa로 무
보강 대비 하중 증가율이 7.69%로 증가율로 큰 보강효과
를 기대할 수 없었다. fig.4에서 3겹 보강은 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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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62MPa로 무 보강 대비 하중 증가율이 96.58%의 큰 보
강 효과를 나타내었다. fig.5에서 5겹 보강은 강도
51.08MPa로 무 보강 대비 하중 증가율이 98.37%로 2배 가
까운 보강효과를 나타났다. fig.6에서 보강 횟수가 증가
할수록 보강효과가 크게 나타는 것이 아니라 1겹보강시는
무보강과 큰 차이가 없었다. 그리고 3겹 보강과 5겹 보강
의 차이가 1.79%로 근소한 차이가 나타는 것으로 보아 초
고강도 유리섬유(Superex)는 3겹 보강이 가장 효과적이라
는 것을 판단된다.

5. 윤호철(2008) 복열가소성수지의 저항용접 응력분포 및
강도평가에 관한 연구, 대한기계학회, 춘추학술대회
vol.2008 No.5
6. 이재욱(2010) 개선된 유리강화 섬유를 활용한 기둥의
내진성능, 계명대학교 대학원, pp.1-8

Fig. 6 응력변형률 곡선

4. 실험결과
본 연구를 통해서 얻은 결론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시험 체의 비교 결과 초고강도 유리섬유(Superex)
로 보강된 시험 체의 경우 무보강 대비 최대
98.37%의 보강효과를 보여 주어 섬유보강의 효과
를 알 수 있었다.
(2) 실험결과 보강 횟수가 증가 할수록 보강효과가 증
가하는 것이 아니라 3겹 보강이 강도 대비 보강
횟수가 가장 적당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3) 본 논문에서 제시한 열가소성수지를 이용한 보강
방법 및 효과를 검증하였다. 이를 이용하여 기존의
철근콘크리트 기둥의 유지 보수 및 보강 분야에도
응용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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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중 GFRP 슬래브 교량의 구조성능평가
In-Service Structural Performance Evaluation of a GFRP Slab Bridge
지효선*· 손병직**· 박대용***· 천경식****
Ji, Hyo-Seon · Son, Byung-Jik · Park, Dae-Yong · Chun, Kyung-Sik
ABSTRACT
This paper describes an evaluation of the in-service structural performance of a glass fiber-reinforced polymer (GFRP)
slab bridge. This first all-GFRP slab bridge was installed in Korea on May 2002. The GFRP slab bridge is a simply
supported, its length is 10.0 m, and is designed to carry two-lane traffic and has an overall width of 8.0m. The
GFRP slab bridge is a sandwich structure with a corrugated core, fabricated by hand lay-up process with E-glass
fibers and vinyl ester resins. The assessment of in-service performance for the GFRP slab bridge in 2004, 2011
includes a field load testing identical to that performed in 2002. The assessment indicates that the GFRP slab bridge
has no structural problems and is structurally performing well in-service as expected.

1. 서 론

용중 내하력 평가를 실시하였다.

최근 교량의 공용연수 증대와 중차량 교통량의 증가에
따른 중․소형교량 열화손상, 구조물의 노후화와 강재의 부
식으로 인한 사용성 및 안전성의 저하는 유지․보수비용과
함께 커다란 사회적 관심으로 대두하게 되었다. 이러한 문
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량기술자들은 차량 통행에 지장을
최소로 하면서 급속시공할 수 있는 새로운 소재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이러한 사회의 요구에 부응하여 건설산업에
서 FRP재료의 출현과 적용은 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
는 새로운 재료로서 높은 관심을 모으고 있다. Keller 등
은 1997년에 스위스 Pontresina에 가설된 완전 FRP
트러스 교량에 대해 장기성능 평가를 통하여 그 결과를
제시하였다. Alampalii은 1998년에 미국 뉴욕주에 가설된
완전 FRP 교량에 대한 장기성능평가를 실시하였다. 그리
고 Farhey는 1997에 설치된 Tech 21 완전 FRP 교량에
대한 장기성능 평가를 실시하였다.
본 논문은 2002년에 국내에서 최초로 가설된 콜루게이
트(Corrugate) 형태의 면재를 갖는 완전 GFRP 슬래브
교량의 공용중 현장재하시험의 결과를 통하여 내하력 평
가와 같은 장기성능 평가를 통하여 FRP 교량에 대한 기
초자료를 획득하는 데 주요 목적이 있다. GFRP 슬래브
교량이 가설 후 지금까지 공용중에 있으며 현재 10년이
경과한 상태이다. 지금까지 현장재하시험을 2002년,
2004년 그리고 2011년 총 3번 실시하였다. 각각 동일한
조건에서 현장재하시험을 실시하여 교량의 내하력을 평가
하였다. GFRP 교량에 대한 현장재하시험의 주요 내용으
로 정적 및 동적시험을 통하여 얻어진 응답값을 분석하였
으며 그 응답값을 가지고서 허용응력설계이론에 의한 공

2. GFRP 슬래브교량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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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제안한 GFRP 슬래브 교량 상부구조는
FRP 구조물에 대한 설계관련 기준이 없으므로 미국의
Plastic 구조설계지침서와 유럽의 FRP Table준지침서를
준용하여 해석하였다. 또한 국내 도로교 표준시방서에 준
하면서 표준트럭하중 DB-24로 설계하였다. GFRP 슬래
브 교량의 사용 재료인 섬유와 수지의 재료물성은 Table
1 과 같다.
Table1 섬유와 수지의 재료물성( 10 9 N/m 2 )
재 료
E 1 E 2 ν 12 G 23 G 13
Glass/
36.9 10.1 0.33 2.0 2.9
Vinyl ester

2.9

본 연구에서 제안된 GFRP 슬래브교량의 상부구조는 상층
면재, 심새 그리고 하층면재의 샌드위치 구조인 3개의 구
성요소를 갖고 있으며, 각각 구성요소에 대한 적층패턴은
Table 2와 같다.

정회원․대원대학교 철도건설공학과 부교수, E-mail: hsji@mail.daewon.ac.kr-발표자
정회원․건양대학교 건설시스템학과 부교수
정회원․대림산업(주) 특수교량팀 과장 공학박사
정회원․포스코건설(주) 기술연구소 신성장연구그룹 책임연구원 공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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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2 FRP 슬래브 교량 상부구조의 구성
구성
한층
적층패턴
층수
요소
두께
상층
[ 0°/90°/90°0°]⒂
0.5mm 60ply
면재
심재 [ 0°/＋45°/90°/－45°/0°]⒃ 0.5mm 80ply
하층
0.5mm 60ply
[ 0°/90°/90°0°]⒂
면재

좌측차선

우측차선


 


 


 
가속도계  



 


본 GFRP 교량 상부구조는 경간이    이고, 폭
B=8.0m 의 제원을 갖는 단순교이며 철근콘크리트 교대 위
에 가설되었다. Fig. 1은 공장에서 제작된 GFRP 슬래브
교량상부구조를 현장으로 운반하여 시공하는 장면을 나타
낸 것이다.



 


 






 

1 



Fig. 2 교량 하면의 계측 위치
현장 재하시험의 하중조건은 Table 4와 같다.
Table 4 재하시험 하중조건
하중조건
Fig. 1 FRP 교량 상부구조 시공 장면

LC1
LC2

3. 현장 재하시험
LC3
본 교량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3번의 현장재하시험
을 2002년 5월, 2004년 11월 그리고 2011월 6월에 걸쳐서
실시하였다. 초기 현장재하시험은 2002년 5월에 실시되었
다. 그 이후 공용중인 GFRP 슬래브교량에 대한 현장재하
시험은 2004년 11월과 2011년 6월에 각각 실시되었다.
Table 3과 Fig. 5는 본 현장재하시험에서 처짐, 진동 및
동적특성을 계측하기 위하여 계측기 및 게이지의 부착 위
치를 나타낸다.

Table 3 계측위치
구분

위치

기호

변위계

1 ~ 9

D1 ~ D9

변형률게이지

1 ~ 9

S1 ~ S9

가속도계

5

A5

LC4

재하위치
지간중앙
(우측차선)
지간중앙
(좌측차선)
지간중앙
(중앙)
지간중앙
(좌우측차선)

분석항목

비 고

처짐, 변형율

차량1대

처짐, 변형율

차량1대

처짐, 변형율

차량1대

처짐, 변형율

차량2대

상기 재하시험의 하중 조건에 맞추어 재하차량은 교량 시
점에서 중앙쪽으로  이동하여 교량 지간에서 최
대모멘트를 일으키는 위치에 미리 Table시하여 차량을 멈
추어 정적재하시험의 응답을 측정하였다. 재하시험 평균
차량하중 253.47 kN으로, 계측된 값이 3.8mm이며,
DB-24(432 kN)로 환산하면 6.48mm 이다. 이 값은 본 슬래
브 교량의 허용처짐 12.5mm (L/800) 이내로 나타나 사용
성 측면에서 구조적 안정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GFRP 슬래브교량 상부구조의 동적거동 특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동적재하시험을

실시하였다.

주행속도는

10
～ 60 km 로 10 km 간격과 마지막으로 최대속도로 7회 실
시하였다. Table 5는 2002, 2004 및 2011년에 대한 하중조
건 LC3에서 지간 중앙점에서 속도별로 동적변위를 비교하
여 나타내고 있다. 동적 재하시험의 처짐이 정적 재하시
험의 처짐보다 대체적으로 작게 나타내 보이고 있다.

한국복합신소재구조학회 학술발표회 논문집

9

Table 5 지간중앙에서 동적변위의 비교 (D5, LC3)
Load Case

LC3

Speed Field Measurement(mm)
(km/hr)

FEM

2002

2004

2011

(  )

91.9

76.7

81.6

60.4

2004

2011

0

4.70

3.23

3.46

10

4.77

3.33

3.38

20

4.70

3.25

3.15

30

4.53

3.05

3.36

속도

40

4.73

3.10

3.33

(km/hr)

2002

2004

2011

(Hz)

50

4.56

3.12

3.26

60

3.95

2.79

3.49

0

-

-

-

11.117

Max

-

2.94

3.50

Table 6 감쇠진동수(A5, LC3)
Load
Speed
Field Measurement(Hz)
2002
2004 2011
Case
(km/hr)
0
10
9.9945 12.0056 11.5500
20
9.6802 12.6709 10.4444
30
10.0614 10.6567 11.2941
LC3
40
10.4340 11.7676 11.7059
50
9.4238 10.6567 10.6098
60
9.8813 11.4258 13.6184
Max
12.0728 11.0880

각각 측정된 결과값에 대한 검증을 위해서 상용프로그램
인 ANSYS 7.0을 이용하였다. 경계조건은 단순지지이다.
현장재하시험을 통한 하중 조건별 지간 중앙의 처짐, 변
형률 및 감쇠 진동수를 ANSYS의 해석결과와 비교하여
Table 7∼9와 같이 나타내었다.
Table 7 지간중앙의 처짐 시험값과 해석값 비교
처짐(mm)

FEM

하중조건

10

변형률(  )

하중조건

2002

GFRP 슬래브 교량이 보유하고 있는 고유진동수 및 진동
영향을 평가하기 위하여 상부구조 하면 중앙부에 연직방
향 가속도계를 설치하여 동적응답을 얻었으며, 2002,
2004 및 2011년에 각각 측정된 감쇠 고유진동수 결과를
Table 6에 나타내었다.

중앙차선

Table 8 지간중앙의 변형률 시험값과 해석값 비교

2002

2004

2011

(mm)

4.70

3.23

3.46

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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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차선

Table 9 감쇠진동수

10

처짐값(mm)

FEM

9.9945 12.0056 11.5500

20

9.6802 12.6709 10.4444

30

10.0614 10.6567 11.2941

40

10.4340 11.7676 11.7059

50

9.4238 10.6567 10.6098

60

9.8813 11.4258 13.6184

Max

-

12.0728 11.0880

4. 내하력 평가
기존 건설재료에 대한 공용중인 교량의 내하력 등급 평
가에 대한 공용내하력(P)의 산정은 다음식과 같다.
P= RF× × 
여기서,

(1)

RF은 내하율,  은 응력보정계수을 나타내며

  은 설계활하중을 나타낸다. 위에서 언급한 대로 본
GFRP 슬래브 교량에 대한 공용중의 내하력 평가를 식을
기초로 하여 현장재하시험을 통하여 획득한 응답비의 최
소값을 사용하여 응답보정계수를 산출하였으며 최종적으
로 교량의 내하력을 Table 10에 나타내었다. 상기 내하력
평가를 통하여 본 GFRP 교량에 대한 시험 활하중   이
DB14.2임을 감안할 때 2002년에는 내하력이 DB-22.15,
2004년 DB-24.99 그리고 2011년에는 DB-23.88로 나타났다.
이상의 재하시험의 분석결과, 현재 공용중인 본 GFRP 슬
래브 교량은 당초 설계하중인 DB-24에 근접하는 것으로
나타나 구조성능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공용중인 GFRP 슬래브 교량은 DB-24까지 통과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Table 10 내하력 산정
최소 보정계수 (응답비×충격계수비)
응답비*
충격계수비
처짐 응답비
변형률 응답비
0.23
0.30
0.77

최소 내하율
(RF)
2002
2004

8.78

2011

0.20

0.32

1.00

0.19

0.30

1.00

공용내하력

 ×  
 ×  
 ×  

*응답비는 최소 응답비인 처짐 응답비를 사용
Field Application of a GFRP Corrugated-Core Sandwich Bridge,

5. 결 론

Engineering Structures, Vol.32, No.9, pp. 2814-2824
10, Ji, H.S., Chun, K.S., Son, B.J. and Chang, S.Y.(2004) Design,

국내에서 완전 GFRP 슬래브교량의 가설이 2002년 5월에
가설되었다. 본 가설된 GFRP 슬래브교량에 대한 공용중
장기 성능의 기초자료를 얻기 위해서 다년간 현장재하시
험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현장시험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가설 후 9년이 지난 GFRP 슬래브 교량은
사용성 평가에서 처짐에 의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
된다. 현장 재하시험 평균 차량하중 253.47 kN으로, 계측
된 처짐값이 3.8mm이며, DB-24(432 kN)로 환산하면 6.48mm
이다. 이 값은 교량의 허용처짐 12.5mm (L/800) 이내로
나타나 사용성 측면에서 구조적 안정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2002년에 개통한 후 9년이 경과한
GFRP 슬래브 교량의 공용중 내하력 평가결과 DB-24로 유
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공용중인 GFRP 슬래브 교
량은 구조성능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Fabrication, and Load Testing of an Advanced Composite
Materials Superstructure", Proceedings of the 4th Advanced
Composite Materials in Bridges and Structures Conference
(ACMBS-IV), Calgary, Alberta, Canada, July 20-23.
11. Stallings, J.M., Yoo, C.H. (1993) Tests and Ratings of
Short-Span Steel Bridges, Journal of Structural Engineering,
Vol.119, No.7, pp. 2150-2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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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방향 압축을 받는 U리브로 보강된 직교이방성 복합적층판의 좌굴 해석
Buckling Analysis of Orthotropic Laminated Composite Plates
Longitudinally Stiffened with U-Shaped Ribs
최병호* ․ 박상균** ․ 박원빈***
Choi, Byung-Ho · Park, Sang-Kyun · Park, Won-Bin
ABSTRACT
Even though the longitudinally stiffened laminated composite plates with closed section ribs should be an effective system
for axially compressed members, the existing researches on the applications of closed-section ribs, especially for the
laminated composite plates, are not sufficient. This study is aimed to examine the influence of the sectional stiffness of
U-shaped ribs on the buckling modes and strengths of laminated composite plates. Applying the orthotropic plates with
eight layers of the layup [(0°)4]s and [(0°/90°)2]s, 3-dimensional finite element models for the U-rib stiffened plates were
setup by using ABAQUS and then a series of eigenvalue analyses were conducted. From the parametric studies, the
minimum required ply thicknesses as well as the buckling strengths were presented for the analysis models. The buckling
strengths were compared with the theoretical critical stress equation for simply supported plates based on the Classical
laminated plate theory. This study will contribute to the future study for evaluating the minimum required stiffness and
optimum design of U-rib stiffened plates

1. 서 론
복합소재를 적층한 복합적층판(laminated composite
plate)은 구조적 효율성이 높고 상대적으로 경량하여 구
조물의 판 부재로써 활용되기 위한 매우 유용한 특성을
갖고 있다. 압축을 받는 판 부재는 압축 좌굴에 대한 구
조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일반적으로 종방향 보강재를
이용하여 보강된다. U형 단면 리브(이하 U리브)를 이용한
보강 판부재의 구조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대
형 구조물에도 다양한 활용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하지
만, 대형구조물의 압축 판 부재에 U리브를 적용하기 위한
명확한 설계지침이나 충분한 연구자료가 제시되고 있지
못하며(도로교설계기준, 2008; AASHTO LRFD Bridge
design specifications 4th ed, 2007; Chou et
al.,2006), 특히 복합적층소재를 적용한 연구나 적용사례
는 매우 미흡한 실정에 있다. 변수해석 연구를 통해, U리
브 단면 크기 및 강성에 따른 복합적층판의 탄성좌굴모드
및 압축강도의 변동 특성을 살펴보는데 본 연구의 주 목
적이 있다.

2. 해석 모델
2.1 단면제원 및 유한요소모델링
해석적 연구를 위한 해석모델의 단면은 Fig. 2 에 나
타난 바와 같이 두 개의 U리브가 w간격으로 설치되어 있

다. 보강된 판의 제원은 Table 1에 나타낸 바와 같다. w2
는 U리브의 폭으로써 통상 U리브 순간격 w1에 비해 작게
적용되고, w3는 w1의 절반으로 설계하여 w1이 보강판 국부
좌굴의 지배유효폭이 된다. 따라서, U리브 보강판의 길이
방향 좌굴거동을 특징짓는 유효 형상비  는 다음과 같이
표현됨을 알 수 있다.
(1)

    
Table 1 U리브 보강판의 단면 제원
tp
w2
tu
w1
w3
w1/tp
(mm) (mm) (mm)
(mm) (mm)
8~24 3~24 250 31.3 162.4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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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U리브 보강판의 단면
2.2 국부판좌굴 강도
폭이 w1이고 4변 단순지지된 직교이방성 및 Cross-ply
타입 복합적층 평판의 좌굴강도식은 고전적인 적층판이론
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유도된다(Reddy, 2004). U리브

* 정회원․국립한밭대학교 건설환경공학과 토목공학전공 교수(E-mail: bhchoi@hanbat.ac.kr) - 발표자
** 학생회원․국립한밭대학교 건설환경공학과 토목공학전공 석사과정
*** 정회원․감사원 지방건설감사단 제2과 시설주사 구조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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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의 적정강성이 확보되면 유효폭 w1인 복합적층 평판의 좌
굴거동과 유사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검증하기 위해 U
리브 보강판의 좌굴해석 결과를 식 (2)와 비교해 보고자
한다.










 

 



















  
  
(2)

여기서,  ; 폐단면리브의 종방향 길이
  ; 폐단면리브 사이의 폭
 ; 보강된 판의 두께

Fig. 3 tu_ply에 따른 좌굴강도 변화([(0°/90°)2]s, tp_ply=1mm,
 =10)

3. 해석결과
U리브 적층두께의 변화에 따른 좌굴모드는 크게 3가지
형태로 구분되어 나타났으며, 이는 Fig. 2에 나타낸 바와
같다. 3가지 좌굴모드 형태는 U리브 국부좌굴모드(ULB :
U-rib Local Buckling), 보강판의 국부좌굴 모드(PLB :
Plate Local Buckling), U리브의 전체 기둥좌굴모드(GCB
: Global Column Buckling) 등이다.

즉, 더 이상 U리브 적층두께(tu_ply)를 늘리는 것은 강
도측면에서 효율적이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로부터
유효폭이 w1에 걸친 국부좌굴모드(PLB)가 본격적으로 시
작되는 점에 해당하는 U리브 적층두께가 좌굴거동 측면에
서의 최적 두께임이 분명해진다.

4. 결론
본 논문은 U리브로 보강된 복합적층판의 U리브 적층판
두께에 따른 좌굴모드의 변화 양상에 대해 수치해석적으
로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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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PLB
Fig. 2 U리브 강성에 따른 좌굴모드 변화( [(0°/90°)2]S,
 =10, tp_ply=1mm )
본 연구결과로부터 확인된 복합적층 U리브 보강판 좌
굴거동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U리브 내 구간에서도 물
결모양 반사인(Half-sine)곡선의 판좌굴 거동을 보이는
점이다. 유효폭이 w1인 단순지지 복합적층판의 국부좌굴
강도 이론식 (2)에 비해 적게는 10% 내외에서 30% 내외에
이르는 상당히 증가된 판좌굴강도 해석결과가 도출되었
다. Fig. 3 도식에 나타난 U리브 적층두께(tu_ply)에 따른
좌굴강도의 변화를 살펴보면 처음에는 선형 비례로써 보
다 급격한 증가율을 보이다가 일정 수준에 이르면 강도증
진효과가 현저히 저하되는 것을 볼 수 있다. U리브 국부
좌굴모드(ULB)나 전체기둥좌굴모드(GCB)를 초과하는 적정
두께 내지는 단면강성에 이르러서 보강판 국부좌굴모드
(PLB)에 도달한 이후에는 유효좌굴폭 w1을 기준한 판좌굴
강도를 상당히 초과하지만 더 이상 크게 증가하지 않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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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P관의 단기 지반-관 상호거동 특성
Characteristics of Short-Term Soil-Pipe Interaction
Behavior of GRP Pipes
최 진 우* · 주 형 중** · 윤 순 종***
Choi, Jin-Woo · Joo, Hyung-Joong · Yoon, Soon-Jong
ABSTRACT
GRP (Glass fiber reinforced polymer plastic) pipes are classified into flexible pipe category because of the structural
characteristics of GRP pipes buried underground. Moreover, the ring deflection of GRP pipe is affected by the certain
factors such as pipe stiffness, the modulus of soil reaction of backfill materials, and bedding conditions. In this study, we
investigated the structural characteristics of the GRP pipes buried underground considering the soil-pipe interaction
including bedding angle, pipe stiffness, and soil density used as a backfill material. From this parametric study, it was
found that the soil density used for the backfill is the most important factor relating to the ring deflection of the buried
GRP pipe.

1. 서 론
강재 또는 콘크리트로 제작하는 기존의 지중매설관은
시간경과에 따른 부식 및 중성화로 인해 단면이 손실되
고, 따라서 관의 내구성 감소 및 수질오염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최근 GRP
(glass fiber reinforced plastic)관을 사용한 상하수도
관의 시공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지중에 매설된 GRP관은 상부하중에 대하여 관 주위 지
반과의 상호작용(soil-pipe interaction)으로 저항하기
때문에 연성관으로 분류된다. 즉, GRP관은 수직하중으로
부터 관의 수평방향으로 변위가 발생하면 수평방향의 주
변 토사가 관을 지지하게 된다. 따라서 관변형(ring
deflection)은 GRP관을 설계할 때 가장 중요한 변수이다.
국외의 연성관 설계법(AWWA M 45, 2005)에서 제시하고
있는 단기 관변형 설계식은 관의 강성, 되메움토의 지반
반력계수, 기초조건 등 지중에 매설된 관의 하중조건 및
경계조건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 적용
하고 있는 하수도설계기준(2011)은 강성관과 동일한 식을
적용하여 설계하도록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주변 토사의
특성과 관련된 변수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 연구는 국외 연성관 설계법에서 제시한 단기 관변
형 설계식을 적용하여 설계 변수들이 관변형에 미치는 영
향을 매개변수해석을 통해 조사하였으며, GRP관에 대한
효율적인 설계방법 및 시공 유의사항을 제시하였다. 지중
에 매설된 연성관의 하중전달 매커니즘은 Fig. 1에 나타
내었다.

2. 연성관의 단기 관변형

하중

수평토압

수평토압

Fig. 1 연성관의 하중전달 매커니즘(윤, 2010)
ASTM D 2412 (2010)에서 지중매설 연성관의 단기 관변형
은 식 (1)을 적용하여 예측하고 있다.



∆  
   ′

(1)

식 (1)은 Iowa Formula라고도 하며, ∆는 수직방향
관변형,  는 변형지연계수,  는 기초각(bedding
ANGLE) 계수, 는 토압 등의 상부하중,  는 관의 강
성(pipe stiffness),  ′ 는 주변 토사의 지반반력계수를
의미한다. 식 (1)에서 일반적인 GRP 관의 기초각 계수는
0.1을 적용하며 관의 강성(pipe stiffness)은 식 (2)에
나타낸 것과 같다(AWWA M 45, 2005).


   



(2)

식 (2)에서  는 GRP관의 탄성계수,  는 단면2차모멘트
(    ), 은 GRP관의 반경을 의미한다. 식 (2)는 하
중이 관의 길이방향을 따라 등분포로 재하되는 연성관에

* 정회원․ 홍익대학교 토목공학과 박사과정, E-mail: jinu385@hanmail.net - 발표자
** 정회원․ (주)아이시스이엔씨 대표이사, 공학박사, E-mail: hj5898@hanmail.net
*** 정회원․ 홍익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 공학박사, E-mail: sjyoon@hongik.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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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재료가 선형탄성으로 거동한다고 가정하여 유도한
이론식이다.
식 (1)은 약 5 ~ 6% 까지 정확한 관변형을 예측하는 것
으로 연구, 보고되고 있다(Javanmard, 1993; Smith, et
al., 2004). 또한, 파형강관에 대한 실험적 연구로부터
관변형이 약 20% 에서 파괴(관정에서 곡률반전이 발생함)
가 발생하였을 때 여기에 안전율 4를 적용하여 허용관변
형을 5% 이내로 제한하고 있다. 이 안전율 4는 장기변형
을 고려한 관의 안전성을 고려하기 위한 것이며, 관의
접합부 누수의 영향도 고려된 것이라고 보고되고 있다
(Jeyapalan, et al., 1986; Watkins, et al., 2000).

3. 설계지표에 대한 매개변수해석
이 연구는 관의 강성, 되메움토의 지반반력계수, 기초
조건 등의 설계지표가 관변형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식 (1)을 이용한 매개변수해석을 수행하였다. 매
개변수해석은 직경 2,400 인 GRP관을 16 의 토피고
로 매설한 것으로 가정하였으며, 관강성 183  , 기
초각 180˚, 지반반력계수 20 인 경우을 기준으로 해
석 범위를 결정하였다. 각 해석결과는 Fig. 2에 나타내었
다.

영향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어 각 변수에 따른 관변형
의 독립적인 검토는 매우 어렵다. 그러나 지중매설 연성
관의 관변형에 미치는 영향 중 관의 역학적 성질과 관련
된 변수인 관의 강성과 기초 받침각은 지반반력계수에 비
해 관변형에 끼치는 영향이 매우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지중매설 GRP관의 관변형은 대부분 관 주변 토사
의 상태를 결정하는 되메움 토사의 성질 및 시공에 의해
결정되는 것을 알 수 있다.

4. 결 론
이 연구는 GRP관을 설계할 때 주요변수가 관변형에 미
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매개변수해석을 수행하였으
며 GRP관의 관변형은 되메움토의 특성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특히, 원형관은 관의 형태로 인
해 헌치부의 되메움이 어렵기 때문에, GRP 관의 주변 토
사가 관변형을 균일하게 제어하기 위해서는 헌치부에 대
한 시공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시공이 완료된 후 GRP관의 장기거동을 구체적으
로 분석하기 위한 연구를 추가적으로 실시하여 GRP관을
합리적으로 설계, 시공할 수 있는 규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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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임베디드 층간분리를 갖는 복합 적층판의 자유 진동 해석
Free vibration analysis of laminated composite plates
with various embedded delaminations
노 명 현* · 박 대 용** · 이 상 열***
Noh, Myung-Hyun · Park, Dae-Yong · Lee, Sang-Youl
ABSTRACT
This paper presents free vibration characteristics of laminated composite plates with different embedded delamination sizes
and locations using three-dimensional finite elements. The free vibration analysis using the 3D finite element (FE)
delamination model has merits in that it shows better accuracy but also shows the entire mode shape compared to the
conventional approaches. This study investigates free vibration characteristics of laminated composite plates containing an
various embedded delamination. The numerical results obtained are in good agreement with those reported by other
investigators. Specifically, in this paper, attention is paid to the effects of the local vibration mode for various
parameters, such as size of delamination, aspect ratio, and location of delamination.

1. 서 론
본 논문에서는 임베디드 층간분리를 갖는 복합소재 판
구조에 대하여 범용 유한요소 상용 패키지인 ABAQUS
(2007)를 사용하여 3차원 자유 진동 해석을 수행하고 기
존의 결과와 비교 검증한다. 본 연구에서는 복합소재 구
조해석을 위하여 3가지 유한요소를 통해 복합소재 판구조
를 모델링한다. 3차원으로 모델링된 임베디드 층간분리는
다양한 형상과 위치를 갖으며, 이에 대한 고유진동수 및
국부 모드형상 변화를 분석한다. 특히, 본 논문에서는 3
가지 다른 유한요소를 적용하였을 경우 층간분리의 크기,
길이-두께의 비율, 그리고 층간분리의 위치변화와 같은
변수가 국부 진동 모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집중적으
로 다루도록 한다.

2. 엠베디드 층간분리 3차원 유한요소 모델
2.1 3차원 유한요소 종류
복합 적층 판구조물의 3차원 층간분리 모델링을 위하
여 본 연구에서는 대표적인 유한요소 상용 프로그램인
ABAQUS를 사용하였다. 해석을 위하여 3가지 서로 다른 경
우의 요소를 적용하였다. 즉, (1) 복합소재를 3차원 쉘
요소로 해석하는 경우(Conventional Shell Composites:
Element I) (2) 복합소재를 연속체 쉘 요소로 해석하는
경우 (Continuum Shell Composites: Element II) (3) 복
합소재를 연속체 고체 요소로 해석하는 경우(Solid
Composites: Element III)를 의미한다. 여기서, Element
I은 복합소재 적층판을 3차원 쉘 요소로 간주하는 경우이
며, Element II는 요소 자체는 고체 요소이나 거동은 쉘

과 유사한 경우이다. 또한 Element III는 연속체 고체 요
소로서 두꺼운 요소, 전단효과가 큰 경우, 그리고 Normal
stress 무시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한다.
2.2 층간분리 모델링 방법
Fig. 1은 사각형 및 원형 층간분리를 갖는 4변 고정된
1/4 3차원 해석 모델과 원형 층간분리를 갖는 경우에 대
한 4변 고정된 1/4 해석 모델이다. ABAQUS를 사용하여 적
층판의 원형 층간 분리를 모델링하는 경우 input 파일에
서 복잡하게 단면 좌표를 입력하지 않고, 두 개의 부분으
로 별도 모델링 한 후 Tie 조건으로 부분 간 층간분리 모
델링을 하면 복잡한 형상의 층간분리의 경우에도 비교적
쉽게 모델링을 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절차로 수행된
다. 먼저, 층간분리가 발생된 복합신소재 쉘 및 판 구조
물에 대해서 층간분리 면을 기준으로 상부 및 하부 적층
판으로 각각 모델링 한 다음, 층간분리가 발생한 면을 제
외한 모든 면은 Interaction 모듈의 Constraint Manager
의 tie type의 구속조건을 부여하고 층간분리가 발생하지
않은 부위의 모든 절점의 자유도를 공유하도록 구속하는
기법을 적용한다. 이러한 경우, 층간분리 거동이 발생되
기 시작하는 경계면은 층간분리가 발생되지 않은 적층판
과 x,y,z 방향 변위 연속성 조건을 만족하게 된다 (Fig.
2 참조).

Fig. 1. 내재된 사각형 및 원형 층간분리를 갖는 4변
고정된 1/4 3차원 유한요소 모델

* 정회원․포항산업과학연구원 강구조연구소 에너지인프라연구본부 Sr. Researcher, E-mail: mhnoh@rist.re.kr - 발표자
** 정회원․대림산업 기술개발원 특수교량팀 과장, E-mail: dypark@daelim.co.kr
*** 정회원․안동대학교 토목공학과 조교수, E-mail: lsy@andong.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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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층간 분리 모델링

3. 수치해석 개요 및 결과
3.1 해석 개요
해석 모델은 전술한 3가지 요소를 적용하여 구성하였
다. 수치 해석을 위한 적층판은 가로 1m, 세로 1m, 두께
0.01m로서 길이-두께비(  )는 0.01이며, [0/90/90/0]의
적층배열을
갖는다.
사용한
재료
물성은
     ,      ,      ,
     ,    ,    이다. 해석 모델 I,
II, III은 각각 3차원 쉘 요소(SR4), 연속체 쉘 요소
(SC8R), 연속체 솔리드 요소(C3D8R)를 적용하였으므로 해
석모델 I의 경우 두께방향으로의 인위적인 층간분리는 불
가능함에 유의한다. 본 연구에서는 Element I에 대하여 2
차원적 층간분리를 Tie 조건을 적용하여 모델링하였다.
3.2 해석 결과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층간분리를 갖는 복합소재 판구조에 대
하여 범용 유한요소 상용 팩키지인 ABAQUS를 사용하여 3
차원 자유 진동 해석을 수행하고 기존의 결과와 비교 검
증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복합소재 구조해석을 위하
여 3가지 shell 요소를 적용하여 모델링하였으며, 다양한
형상과 위치를 갖는 3차원 층간분리된 판구조에 대한 고
유진동수 및 국부 모드형상 변화를 분석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ABAQUS를 적용하여 효과적으로 층간분리 유한
요소 모델링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수치해석
예제는 3가지 다른 요소를 적용하였을 경우에 대하여 층
간분리 크기, 길이-두께비, 그리고 층간분리의 위치변화
가 적층구조의 고유진동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상세 분석
하였다. 분석결과를 요약하고 결론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
다.
(1) ABAQUS CAE를 통해 복합신소재의 층간분리 면을
모델링하는 방법은 층간분리가 발생된 복합신소재 쉘 및
판 구조물에 대해서 층간분리 면을 기준으로 상부/하부
적층판으로 각각 모델링 한 후, 층간분리가 발생하지 않
은 부위의 모든 절점의 자유도를 공유하도록 구속하는 방
법을 적용하였으며 비교적 간편하므로 사용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
(2) 본 해석 모델에 의한 결과는 기존문헌에 의한 결
과와 잘 일치함을 알 수 있다. 특히 두께-길이의 비율이
증가할 수록 기존결과와는 100% 일치하는 결과를 보였다.
하지만 전단변형의 1차항만을 고려한 FDST에 기반한 결과
는 고차항 효과가 무시되고 5/6으로 가정된 전단보정계수
로 인하여 다소 결과의 차이를 보임에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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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Model I~III에 대한 층간분리 크기(D/a) 증가에 따
른 고유진동수 변화에 대한 분석에서 D/a=0~0.8에 대하여
Solid, Continuum Shell, 그리고 Conventional Shell 요
소 해석 결과는 요소별로 유사한 고유진동수와 감소율을
보였다. Model I에 대한 약간의 값의 차이는 2차원 쉘 모
델에서 발생되는 차이로 판단할 수 있으며, 크로스 플라
이 적층된 견고한 단면으로 층간분리의 증가에도 고유진
동수 변화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4) 3가지 요소를 적용한 첫 번째 적층면 위치에 내재
된 층간분리 크기 변화에 따른 무차원 고유진동수는 단면
중앙 두께(0.5h)에서 층간분리가 발생한 경우가 상단(첫
번째 적층면)에서 층간 분리가 발생한 경우보다 진동 저
감(강성 감소)양 약간 높음을 알 수 있었다. 반면,
D/a=0.8에서는 반대 현상이 발생하므로 유의해야 한다.

Fig. 3. 3가지 요소를 적용한 0.5h 위치에 내재된
층간분리 크기 변화에 따른 무차원 고유진동수 비교

Fig. 4. 3가지 요소를 적용한 첫 번째 적층면에 내재된
층간분리 크기 변화에 따른 무차원 고유진동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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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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u, Jong Wan
ABSTRACT
본 연구는 개별적인 반·강접 복합접합부 구조물을 수치해석적인 방법을 통하여 거동성능을 조사하는 대 초점을 두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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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델
링이 불가능하므로 해석이나 설계가 실제로는 매우 복잡하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제안된 구조물의 장점과 특성
을 검증하기 위하여 정밀한 유한요소(Finite Element) 방법을 이용하여 접합부의 전반적인 거동을 재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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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ai et al. 2004).
A typical composite frame consisting of steel I shape girders
and either circular or rectangular CFT (CCFT or RCFT)
columns tested by Tsai et al (Tsai et al. 2004) is illustrated
in Figur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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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formations can be recovered with changes in either

temperature or stress as shown in Figur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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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1. The 3 story by 3 bay CFT composite frame
with buckling restrained brace
(Tasi, K.C et al.,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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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회원․ 인천대학교 도시환경공학부 건설환경전공, E-mail: jongp24@incheon.ac.kr - 발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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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nuts. Super-elastic (SE) Nitinol bars, with the
characteristics shown in Fig. 4, were located where the
largest deformations were likely to occur.

Fig. 2. Typical moment and rotation curves for PR
connections

2.

New Connection Design
All connections in this study were designed as full

Fig. 3 - (a) Exterior and (b) interior connection details

strength (FS), meaning that they can transfer the full
plastic beam moment (Mp) calculated according to the
LRFD Standard (AISC 2001). The connection design,
however, did not aim to achieve full restraint (FR or full
end rigidity); it intended to utilize PR behavior to obtain
ductile connection behavior. The connection selected for
discussion in this paper is an end plate one (Fig. 3).
Since some shear yielding and local buckling have been
observed in the panel zone of I-shape steel columns
before

reaching

the

full

moment

capacity

of

the

connected beams, it was decided that the panel zone
capacity should be upgraded by using a concrete-filled
tube

section

to

minimize

these

effects.

Component

members such as shear/web bolts, shear tab plates and

Fig. 4. The stress and strain behavior and connection
application for super-elastic (SE), SMA materials (Penar,
2005)
Smart PR-CFT Connection Model (End-Plate Connection Details)

clip angle or T-stubs were designed with the intent of
preventing or reducing loss of stiffness and strength due
to brittle failure modes. Therefore, the dominant failure
modes of the steel or composite components should be
ductile "yield" modes such as slip, yielding of steel, and
minor local bucking. This will avoid the potential for
entire system collapse and improve the probability of
survival (Astaneh-Asl 1995). All designs were carried out
based on demand capacity principles, evaluated using the
typical assumptions of weak beam and strong column

Unit: inch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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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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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Detail of the PR-CFT Connection Model
Extended stiffener plates welded between the connected
beam flange and the end-plate were required to maintain
stiffness (Fig. 5). The plate stiffeners had the same material

strengths (A572-Gr. 50 Steel) as the beam
thickness was equal to the beam web thickness.

and their

smart PR-CFT and were subjected to loads applied to the
tip of the beam corresponding to the position of a
loading actuator. The size and length of the joint element

3. Numerical Joint Models

models are the same as those of component members for
test models or 3D 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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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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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CFT column are modeled as a
nonlinear beam-column element with 2D fiber sections.
One Beam-to-Column
Connection
E
S2

Fiber
Section

B

C

B

F

S3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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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velopes

for

both

the

force-displacement

and

moment-rotation behavior curves. For the cyclic behavior,
the recentering effect can be observed during unloading
procedures due to the tension bars made by SMA
materials.
More results for the recentering effect according to bar
materials are given in Fig.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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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joint equipped with both steel
tension bars and SE-SMA tension bars takes advantage
of both effects which are shape memory effect and
upgrade energy capacity.
Finally, comparisons of the connection behavior for

S3

G

E

Cyclic

S1
S2

of the smart PR-CFT connection. However, the welded
connection evidences smaller hardening after yielding.
The welded connection also shows much more permanent

Displace Loads

D

B

S2

and

initial slope of the welded connection is steeper than that

B

S3

E

agreement in terms of initial stiffness, ultimate strength,

given in Fig. 9. For the static monotonic curves, the

Δ(T)
A

element model are given in Fig.7. Both show a good

connection and one with steel and SMA tension bars) are
Steel Beam
S2
Section
S1

S3
D

3D FE models and the cyclic loading test of the joint

two different connection types (a fully welded (FR/FS)

G
A

S2

Comparisons between the monotonic loading test of

deformation during unloa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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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6. Composition of the Numerical Joint Model

4. Test Results
The 2D joint models for the connections consisted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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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Comparisons between cyclic tests and
monotonic tests

Fig. 9. Investigations of the connection behavior
according to different connection types
(PR Connection vs. FR Connection)

5. Conclusions
The smart PR-CFT connection developed in this study
is an innovative structural element that takes advantage
of the synergetic characteristics of the composite system,
flexible PR connections, and use of new materials. The
simplified component and joint model for the smart
PR-CFT

connection

developed

as

part

of

this

investigation provided good results when compared to
refined 3D FE analyses results. It served as a good
platform to explore the optimization of the amount and
location of the steel and SMA bars.
References

Fig. 8. Investigations of the connection behavior
according to bar arrangements
(SMA Bars vs. Steel B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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펄트루젼 FRP 부재로 구성된 Tee형 접합부의 구조적 거동
Structural Behavior of Tee Joint Composed of Pultruded FRP Members
이 영 근* · 김 선 희** · 윤 순 종***
Lee, Young-Geun · Kim, Sun-Hee · Yoon, Soon-Jong
ABSTRACT
In this paper, we present the results of experimental investigation pertaining to the structural behavior of Tee joint
connection composed of pultruded I-shape FRP members. In this study, we focus on the evaluation of load carrying
capacity of Tee joint which appeared frequently to fabricate framed structure composed of pultruded FRP members.
Through the experimental investigation moment-rotation relationship is found and the result is used to estimate the rotaion
stiffness.

1. 서 론
최근 국내외에서 해양구조물 및 부유구조물에 대한 관
심이 증대되고 있다. 한 예로 국내에서는 부유식(수상 또
는 수면) 태양광발전 구조물이 시도되고 있으며, 각 지방
자치단체에서 부교를 이용한 자전거도로 확충, 다양한 수
상에서의 행사, 수상 펜션 건설 등의 다양한 종류의 수상
구조물이 계획 및 건설되고 있다. 이에 따라 단위중량당
강도와 내부식성이 뛰어난 FRP(Fiber Reinforced
Polymeric Plastic)의 사용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
다. 특히 PFRP(Pultruded FRP)는 경제적이며 대량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구조용 재료로서 활용도가 높아 많은 분
야에서의 활용이 기대되고 있다. PFRP의 설계에 있어서
대부분의 문제는 연결부에서 발생되며 연결부의 안전성이
전체구조물의 안전성을 좌우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연구
에서는 PFRP Frame 연결부의 형태 중 I형 부재를 수직으
로 연결하는 형태인 Tee형 접합부의 구조적 거동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수직으로 I형 부재를 연결하기 위하여 ㄱ
형 펄트루젼 부재를 사용하였다. 실험결과, 모멘트-각도
(   )의 관계를 구하여 회전강성을 구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이 실험에 사용된 시편과 동일한 형태의 접합부를
제작할 경우, 회전강성을 유한요소해석에 적용하여 해석
및 설계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2. Tee형 접합부 실험 개요
2.1 펄트루젼 FRP(PFRP) 부재
이 연구에서 사용된 PFRP 부재는 폴리에스터 수지와
유리섬유를 사용하여 (주)경신화이바에서 생산하였으며 I
형부재와 ㄷ형 부재, ㄱ형 부재의 섬유배치 형태를 Fig.
1에 나타내었다(최 등 2010).

 × ×

 × ×

 × ×

(a) I형

(b) ㄷ형

(c) ㄱ형

Fig. 1 PFRP 부재의 섬유배치 형태
2.2 Tee형 접합부 실험
Tee형 접합부는 PFRP Frame 접합부의 형태 중 수직으
로 I형 부재를 연결하는 방법으로 알파벳 T형태를 취하
며, 보-기둥의 연결형태의 일부이다. 두 부재의 연결방법
은 첫 번째로 기둥의 Flange와 보의 Web을 접합모듈(앵
글)로 접합하는 방법이 있으며, 두 번째로는 기둥의
Flange와 보의 Flange를 접합모듈(앵글)로 접합하는 방법
이 사용된다. 또한, 이 두가지 방법을 모두 사용하는 방
법으로 충분한 보강을 하는 경우도 있다. 이 연구에서 제
안하는 Tee형 접합부는 위의 두가지 방법을 모두 사용하
였으며, Fig 2에 접합부의 형태를 나타내었다. 접합부의
구성은 I형 부재를 수직으로 세우고 ㄱ형 부재를 사용하
여 접합을 실시하며 하부 부재의 국부적인 손상을 방지하
기 위하여 ㄷ형 부재로 단면을 보강하였다.
연결부의 치수는 Bank(2006)가 제시한 FRP의 겹침이음에
대한 기하학적 추천지표의 최소값을 모두 만족할 수 있도
록 설계하였다. 볼트는 12 직경의 스테인리스 볼트를
사용하였다. 접합부 실험시편의 설치 형태 및 하중방향을
Fig. 3에 나타내었다.

* 정회원․ 홍익대학교 토목공학과 박사과정, E-mail: esdras1981@gmail.com - 발표자
** 정회원․ 홍익대학교 토목공학과 박사과정, E-mail: sunnys8204@nate.com
*** 정회원․ 홍익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 E-mail: sjyoon@hongik.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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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1 하중방향 시편

Fig. 2 Tee형 접합부의 형태

(b) P2 하중방향 시편
Fig. 4 모멘트-각도(   ) 관계
(b) P1 하중방향 시편

(a) 시편 설치 형태

(c) P2 하중방향 시편

Table 2 하중방향별 접합부 실험시편의 회전강성
회전강성
평균
하중방향 시편번호
( )
( )
1
60.327
P1
2
66.466
60.33
3
56.844
1
308.633
P2
2
295.900
308.63
3
382.304

Fig. 3 접합부 시편의 설치 형태와 하중 방향

4. 결 론
3. Tee형 접합부 실험결과
접합부 실험은  용량의 엑추에이터를 사용하여하
중을 재하하였으며, Table 1에 실험결과를 나타내었다.
또한 Fig. 4에 모멘트-각도(   ) 관계를 그래프로 나
타내었다. Table 2에는 Fig. 4의 그래프에서 하중방향에
따른 회전강성을 구하여 나타내었다.
Table 1 Tee형 접합부 실험결과
최대하중에 최대 최대모멘트에
하중 시편 최대하중
대한 변위 모멘트
대한 각도
방향 번호 ( )
()
(  )
()

P1

P2

26

1

3.058

17.755

3.058

0.051

2

2.547

13.420

2.547

0.038

3

3.092

19.055

3.092

0.054

1

2.085

2.365

2.085

0.007

2

1.361

1.610

1.361

0.005

3

4.380

4.010

4.380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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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는 Tee형 접합부의 형태를 설계하고, 실험을
수행하여 각 하중방향에 따른 회전강성을 구하였다. 동일
한 형태의 Tee형 접합부를 가진 구조물의 설계시 회전강
성을 유한요소해석에 적용하여 보다 정확한 해석이 가능
하도록 활용할 수 있다. 향후, ASCE에서 2011년 발표된
FRP 접합부 설계 Manual(Mosallam, 2011)을 바탕으로 실
험 내용과 비교, 검증해보는 작업을 수행할 예정이며, 이
를 통하여 PFRP의 안전한 설계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
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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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다리꼴형 리브로 보강된 GRP Pipe의 탄성 좌굴거동특성
Elastic Behavior Characteristics of
GRP Pipes Reinforced with Trapezoidal Ribs
이 정 화* · 원 덕 희** · 한 택 희*** · 김 승 준**** · 강 영 종*****
Lee, Jeong-Hwa · Won, Deok-Hee · Han, Taek-Hee · Kim, Seung-Jun · Kang, Young-Jong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s the elastic behavior characteristics of GRP pipes reinforced with trapezoidal ribs instead of
rectangular ribs. Han(2006) proposed GRP pipe reinforced with rectangular ribs in 2006, to promote buckling strength of
the pipe. But it is more difficult to reinforce pipe with rectangular ribs than external corrugated ribs, because of pipe
manufacturing process referred to as filament winding. Therefore, This study investigated the elastic behavior
characteristics of the GRP pipe reinforced with trapezoidal ribs for simplifying analysis approach of external corrugated
ribs.

1. 서 론
GRP(Glass Reinforced Plastic) 파이프는 GRP 재료 자
체의 고강도로 인해 자체의 중량을 줄일 수 있으며, 내구
성이 풍부하여 여러 가지 환경조건에서 폭넓게 적용될 수
있는 파이프 구조로서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국내에
서 GRP 파이프는 일반적으로 주철관, 콘크리트 관로 등을
대체할 상하수도 용도로써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는 추세
이며, 고내식성이 요구되는 해양구조물 혹은 외압 및 내
압을 받는 어떠한 구조용 재료로써도 적용이 가능할 것으
로 생각된다. 하지만, GRP 파이프는 고강도의 박판구조로
제작된 연성관으로써 상하수도 관로와 같이 외압에 의한
압축력이 지배 인자로 작용하는 구조물의 경우에는 압축
력에 의해 발생하는 좌굴에 대한 검토가 필수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좌굴강도 증진을 위해 한택희 등(2006)
에 의해 개발된 직사각형 리브로 보강된 GRP 파이프의 제
작이 한계점을 보완하고자, 직사각형 리브에 비해 제작이
수월한 외부파형 리브로 보강된 GRP 파이프의 탄성 좌굴
거동분석에 초점을 맞추었다. 해석에는 외부파형모양을
단순화시킨 사다리꼴 리브에 대한 매개변수를 선정하였으
며, 각 변수에 의한 좌굴강도의 증가를 한택희 등(2007)
에 의해 연구된 직사각형 리브로 보강된 파이프의 좌굴강
도를 바탕으로 비교분석하였다.

2. 유한 요소 해석 모델

2.1 GRP Pipe의 해석모델 제원
본 연구에서 유한요소해석은 범용 구조해석 프로그램
인 ABAQUS(version 6.10)을 사용하였다. 탄성계수는 기존
의 연구(2002)에서 실험을 통하여 얻은 값을 바탕으로 등
방성의 탄성계수 E = 165,800   (16,265MPa), 포아
송 비  = 0.112를 사용하였다.

Fig. 1 직사각형 리브로
보강된 GRP Pipe의 단면
형상(한택희 등, 2006)

Fig. 2 사다리꼴 리브로
보강된 GRP Pipe의
단면 형상

해석에는 한택희 등(2006)에 의해 제안된 모델 중 직
사각형 리브의 폭/높이비(  )에 따라, 0.5, 1, 2의 비
율을 갖는 총 4가지의 모델을 선정하였다. 해석 모델은
직사각형 리브의 바깥 폭   을 고정시킨 상태에서 사다
리꼴 리브의 양 빗변의 기울기(  )를 1/2, 1/1, 3/2
로 가정하여, 외부파형모양을 단순화시킨 사다리꼴리브로
추가적으로 보강하였다. 가정된 모델 제원은 Table 1에
나타내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매개변수로는 h/D =
0.01~0.08, w/D = 0.01~0.4, S/D = 0.01~20,   =
1/2, 1/1, 3/2로 가정하여 해석을 수행하였다.

* 학생회원․ 고려대학교 건축사회환경공학부 석사과정, E-mail: qevno@korea.ac.kr - 발표자
** 정회원․ 고려대학교 초고층초장대기술연구소 연구교수, 공학박사 E-mail: thekeyone@korea.ac.kr
*** 정회원․ 한국해양연구원 연안개발/에너지 연구부 선임연구원, 공학박사 E-mail: taekheehan@kordi.re.kr
**** 정회원․ Texas Transportation Institute The Texas A&M University System, Post Dr. 공학박사 E-mail: rocksmell@korea.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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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비에 따라 가정된 GRP Pipe 해석모델

2

 

 
2

4
6
8

2
4

2

6
8
10

4
2

4

6
10
14

2
4

4

8
12
16

4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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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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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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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0.5
1
-

외부 면에 수직인 등분포 하중을 받는 원형 아치에 대
한 좌굴해석은 Timoshenko와 Gere(1961)를 비롯한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연구되어져 왔다. 해석 모델 검증을 위
해 위에서 제시한 하중조건과 경계조건을 동일하게 적용
하여 검증하였다. 아치에 대한 좌굴강도 식은 다음과 같
으며,Timoshenko에 의해 제안된 좌굴계수   을 사용하
였다.



3. 유한 요소 해석 결과
위에서 검증한 모델을 통하여 사다리꼴 리브로 보강된
GRP Pipe에 대해 유한요소해석을 실시하여, 좌굴거동특성
을 확인하였다. 기존에 제안된 직사각형 리브모델의 바깥
폭(  )은 그대로 두고, 안쪽 폭(   )만을 변화시켰으
며, 이에 따른 단면 2차 모멘트 증가분에 의한 좌굴강도
증가를 직사각형 리브모델과 비교분석하였다.
해석결과는 각 모델별로 간격/직경비에 따라 표 .에
나타내었다.
Table 2 간격에 따른 각 모델별 좌굴강도(  )

2.2 해석모델의 검증



  


는 길이/직경비(L/D)가 20이상일 때 수렴함을 알 수 있었
으며, 이때의 좌굴강도 값은 이론식에 의한 좌굴강도 값
과 비교하였을 때, 1% 이하의 오차율을 보였다.

  좌굴계수

유한요소 해석을 통해 얻은 좌굴계수 k=2.99로 기존
연구자들과 비교해보았을 때,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모델
링에 대해서는 합리적이라 생각된다.
2.3 GRP Pipe의 해석 모델 수렴도 검증
유한요소의 결과 값은 해석모델의 요소 수에 따라 상
당한 차이를 보이게 된다. 관의 곡선모양을 효과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자유도를 갖도록 많은 요소를
사용하여야 하고 따라서 요소의 수에 따른 해석결과의 수
렴도를 먼저 검토하였다.

     
0
(cm) (cm) (cm)
2
4
2
2
6
8
19.06
4
6
2
4
8
10
2
6
4
2
10
14 60.74
4
8
4
4
12
16

리브간격/직경비(S/D)
0.1
0.3
0.4
7.70
4.36
3.89
9.20
4.89
4.33
10.41
5.40
4.71
11.49
5.88
5.07
11.51
5.86
4.99
12.74
6.33
5.40
13.65
6.79
5.75
14.49
7.23
6.08
23.26
9.99
8.02
30.59 13.50 10.54
30.59 13.50 12.89
32.60 16.73 15.12
36.29 15.52 11.98
41.32 18.71 14.27
21.67 16.51
24.42 18.65

     
(cm) (cm) (cm)
2
4
2
2
6
8
4
6
2
4
8
10
2
6
4
2
10
14
4
8
4
4
12
16

리브간격/직경비(S/D)
5
10
20
2.65
2.60
2.55
2.69
2.61
2.56
2.71
2.63
2.56
2.75
2.64
2.56
2.74
2.64
2.56
2.77
2.65
2.56
2.80
2.66
2.56
2.82
2.67
2.56
2.96
2.71
2.57
3.13
2.73
2.57
3.13
2.73
2.57
3.28
2.74
2.57
3.23
2.74
2.57
3.36
2.75
2.57
3.49
2.76
2.57
3.61
2.76
2.57

1.25
2.97
3.11
3.23
3.34
3.32
3.45
3.55
3.66
4.27
5.00
5.00
5.70
5.46
6.12
6.73
7.31

0.6
3.44
3.72
3.97
4.21
4.16
4.43
4.66
4.87
6.16
7.77
7.77
9.24
8.71
10.14
11.50
12.79

∞

2.53

3.1 리브의 높이(h) 변화에 따른 해석결과
Fig. 3 길이방향 수렴도

Fig. 4 원주방향 수렴도

수렴도는 원주방향과 길이방향으로 나누어 검증하였
다. 원주방향으로는 요소 수가 32개일 때, 길이방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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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브의 높이/직경비(h/D)와 사다리꼴 빗변의 기울기
(    )에 따른 좌굴강도의 증가에 대한 해석결과는
Fig. 5~6에 나타내었다. 해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① 리브의 높이(h)가 커질수록, 빗변의 기울기
(     )값이 클수록 좌굴강도는 증가하며, 높이에 따른
증가율(그래프상의 기울기)은 높이가 증가함에 따라 가파
르게 증가한다.
② 리브의 높이(h)가 커질수록 이론좌굴강도와의 차이
가 커진다.
③ 리브의 높이비(h/D)가 0 ~ 0.02까지 좌굴강도 정확
도는 90%이상, 높이비(h/D)가 0.03까지의 정확도는 80%이
상으로 나타났다. 이는 어느 한도 이상의 높이에서는 단
면 2차 모멘트의 증가분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함을 의미
한다. 하지만, 사다리꼴로 보강됨으로써, 해석 값과의 정
확도는 직사각형 리브에 비해 향상됨을 알 수 있다.

Fig. 5 사다리꼴 리브의
높이비(h/D)에 따른 좌굴강도
(  =4, S=40을 기준으로)

3.3 리브의 간격(S) 변화에 따른 해석결과

Fig. 8 간격비(S/D)에
따른 좌굴강도
(직사각형 리브로
보강된 경우)

Fig. 9 간격비(S/D)에
따른 좌굴강도 증가율
(직사각형 리브로
보강된 경우)

리브보강이 없는 경우(S = ∞)에서부터 리브가 전단면
에 걸쳐 보강된 경우, 즉, S/D범위 0 ~ ∞로 보강 간격을
변화시켜 간격 별 좌굴강도를 구하였다.
Fig. 8는 직사각형 리브의 해석 결과를 나타낸 것이
고, Fig. 9은 보강되지 않은 Pipe를 기준으로 리브의 간
격 S = 0까지의 보강된 리브에 의한 좌굴강도 증가분을
100으로 하여 나타낸 증가율 그래프이다. 리브의 간격을
조절할 경우, 간격이 좁아질수록 좌굴강도가 증가함을 알
수 있으며, 좌굴강도 증가율은 높이 (h)가 달라도 폭 (w)
이 같을 경우, 좌굴강도 증가 경향이 비슷함을 알 수 있
다.
Table 3 매개변수(w, h)에 따른 좌굴강도 증가량 비교
w=2,h=2,s=10 w=4,h=2,s=10 w=2,h=4,s=10

Fig. 6 높이에 따른 이론 좌굴강도와의 정확도 비교
(w=2 및 w=4일 때)

Fig. 7 사다리꼴 리브의
폭비(w/D)에 따른 좌굴강도
(w=4, S=40을 기준으로)

좌굴강도
( kg/㎠ )
증가량

7.7002

11.509

23.258

-

3.8088

15.5578

사다리꼴 리브로 보강된 GRP Pipe도 직사각형 리브로
보강된 경우와 비슷한 경향을 띔을 알 수 있었다. Fig.
10은 리브의 폭 w = 2, 높이 h = 4인 모델에 사다리꼴 빗
변의 기울기 1/2, 1/1, 3/2를 적용하여 좌굴 해석한 결과
이고, Fig. 11은 리브에 의한 좌굴강도 증가분을 증가 비
율로 나타낸 것이다. 단면 형상별로 약간씩의 차이를 보
이나 대체적으로 사다리꼴로 보강된 경우에서는 리브의
간격비 S/D가 0.1 ~ 0.3사이에서 최고의 증가율을 보였
다.

3.2 리브의 폭(w) 변화에 따른 유한요소해석
리브의 폭/직경비(w/D)에 따른 좌굴강도의 증가에 대
한 해석결과는 Fig. 7에 나타내었다. 해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① 리브의 폭(w)가 커질수록 좌굴강도는 증가하며, 폭에
따른 좌굴강도는 거의 선형적으로 증가함을 알 수 있다.

Fig. 11 간격비(S/D)에 따른
Fig. 10 간격비(S/D)에 따른
직사각형리브 대비
좌굴강도(사다리꼴 리브로 좌굴강도 증가율(직사각형
보강된 경우)
리브 기준 증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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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tween theory and experiment, AIAA Jouranl, Vol.
23, pp.1086-1092.
5. Tennyson RC. (1975) Buckling of Laminated
Composite Cylinders, Composites, pp.17-24.
6. Watkins (1993) Structural Mechanics of Buried
Pipes, Utah UNI., UT 84322.

① 리브의 높이(h)변화에 따른 좌굴강도는 리브의 높
이비(h/D)가 증가할수록 좌굴강도 역시 커진다. 이는 리
브의 높이가 커질수록 단면 2차 모멘트가 증가함으로써,
좌굴강도의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리브의
높이(h)가 커질수록 이론좌굴강도와의 차이는 커진다. 선
정된 단면 모델 내에서 제한된 결과이나, 리브의 높이비
(h/D)가 0 ~ 0.02까지 좌굴강도 정확도는 90%이상, 높이
비(h/D)가 0.04까지의 정확도는 80%이상으로 나타났다.
이는 어느 한도 이상의 높이에서는 단면 2차 모멘트의 증
가분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함을 의미한다. 하지만, 해석
값과의 정확도가 h/D=0.04이상부터는 사다리꼴 리브로 보
강된 것이 직사각형 리브에 비해 향상됨을 알 수 있었다.
② 리브의 폭(w)가 커질수록 좌굴강도는 증가하며, 폭
에 따른 좌굴강도는 거의 선형적으로 증가함을 알 수 있
다. 하지만 리브의 폭에 의한 증가량은 높이에 의한 증가
량보다는 적다. w=2, h=2, S=10을 기준으로 w=4, h=2,
S=10일 때와 w=2, h=4, S=10일 때의 증가량이 각 각
3.8088  , 15.5578  으로 w가 2배 증가한 것
보다 h가 2배 증가한 것이 약 4배정도 더 많이 증가한다
는 것으로 보아 h를 증가시키는 것이 좌굴강도 증가에 더
유리함을 알 수 있었다.
③ 리브의 간격(S)가 좁아질수록 좌굴강도는 증가하
며, 사다리꼴 빗변부분의 삼각형 면적이 클수록 좌굴강도
의 증가가 컸다. 단면 형상별로는 약간씩의 차이를 보이
나 대체적으로 사다리꼴로 보강된 경우에서는 리브의 간
격비 S/D가 0.1 ~ 0.3사이에서 직사각형 리브 대비 최고
의 증가율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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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RP를 이용한 steel beam 휨보강 성능에 관한 실험
Flexural strengthening capacity of Steel beam reinforced by AFRP
류 재 용* · 김 도 범**
· 최 영 환*** ·
Ryoo, Jae-Yong · Kim, Do-Bum · Choi, Young-Whan ·

노 광 근****
·
Noh, Kwang-Gun ·

최 성 모*****
Choi, Sung-Mo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flexural strengthening capacity of steel structures using composite materials
through the experiment. Until now, A Flexural capacity reinforcing method of steel beams has been used by steel plate
appending. The conventional method due to the increase in weight of the reinforcement reduces operation efficiency and
welding process cause discomfort which due to the interference of other process. But, the specific gravity of
AFRP(Aramid Fiber Reinforced Plastic) strip used as reinforcement in this study is less approximately 20% than
steel(SS400) and tensile strength of AFRP is s higher approximately 4 times than steel(SS400). In overseas, CFRP(Carbon
Fiber Reinforced Plastic) was used with civil steel structures but, it is difficult to find examples of applying AFRP. In
this paper, A experiments were carried out as a variable(development length and thickness of AFRP and CFRP) for
flexural strengthening of steel structures.

1. 서 론
1.1 연구 배경 및 목적
일본, 동남아 등에 비해 지진의 안전지대로 여겨졌던
국내에서도 지진의 발생빈도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기상
청 통계자료를 살펴보면, 한반도에서 연평균 약 26회(이
중 유감지진은 약 7회, 규모 3.0이상은 9회 정도 매년 발
생)의 지진이 발생하고 있다. 더 이상 국내도 지진의 안
전지대라 할 수 없다. 이러한 현상을 반영하여 정부에서
도 기존의 국내 내진설계 기준 정비작업에 착수하였으며,
1997년 12월 내진설계기준연구를 완료하고 미래지향적인
내진설계 기준체계를 제시한 이 후 수차례의 개정을 거쳐
2009년에는 최신 내진설계기준을 공표되었다. 개정된 내
진설계기준 이전에 지어진 철골구조물은 새로운 기준에
맞추어 내진성능 보강을 해야만 한다. 그 일환으로 초·
중·고등학교가 내진보수보강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국가 주요기반시설인 전력공급시설물에 대하여 내진안정
성 확보하게끔 법안이 마련되었다.
본 논문은 FRP（Fiber Reinforced Polymer)를 이용해
철골조 전력공급시설물의 휨성능 보강효과에 대한 실험적
연구이다.
FRP 소재는 여러 가지 타입이 있으나, 그동안 CFRP가
주로 콘크리트 구조물의 보수보강에 활용되어져 왔다. 강
재의 약 6~7배의 인장강도 특성과 시공간편성, 공기 단축
등의 장점을 가지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철골조
에 적용하기 위한 연구는 많이 진척되지 않았다. 철골구

조물을 보수보강하기 위해서는 CFRP에 비해 부식방지, 비
전도 특성을 갖는 AFRP(Aramid Fiber Reinforced
Polymer)가 더 적합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본 연구에
서는 기존 철근콘크리트 구조물 보수보강 재료로 사용되
어지고 있는 CFRP와 철골구조물에 더 적합한 특성을 갖는
AFRP를 적용할 경우, 철골 보 휨성능 향상에 어느 정도
기여하는지 실험적으로 확인하는데 목적이 있다.

2. 휨성능 실험
2.1 소재
Table １ 소재 특성
종류

강재

CFRP

AFRP

인장강도
(MPa)

490
(SM490)

2,400

1,600

탄성계수
(GPa)

206

210

61.2

비중
(강판대비)

1.0

1/5

1/5

전도성

전도체

전도체

비전도체

특성

본 연구에 사용된 FRP 소재는 CFRP와 AFRP(Aramid
Reinforced Polymer)이다. CFRP Strip 소재는 강재와 유
사한 탄성계수와 약 6~7배의 인장강도를 가지고 있다. 반
면에 AFRP Strip은 강재 대비 약 1/3의 탄성계수와 약

* 학생회원․ 서울시립대학교 건축공학과 박사과정, E-mail: ryufeel@uos.ac.kr - 발표자
** 학생회원․ 서울시립대학교 건축공학과 석사과정, E-mail: rlaehqja@nate.com
*** 정회원․ (주)세진에스씨엠, 연구실장, E-mail: choi4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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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배의 인장강도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AFRP는 CFRP와
다르게 비전도성 특징을 가짐으로써 특히 발전소와 같은
특정 구조물에 적용하기에 적합한 소재이다. Table 1은
FRP 국내 S제조사에서 제시하는 FRP 소재 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Fig 2는 FRP 종류와 두께에 따른 하중 변위 곡선이
다. 강재가 항복한 이후 FRP의 보강에 의해 휨내력이 어
느 정도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FRP의 탈락
시점까지는 처짐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３ 시험 최대하중 및 파괴모드

2.2 실험방법
인장력을 부담하는 철골보 하부 플랜지에 밑면에 2종
류의 FRP를 부착한 후 상부 플랜지에 2지점 가력하였다.
철골보의 횡좌굴을 방지하기 위해 상부 플랜지에 “⊏”
채널을 설치하였다.

실험체

초기강성
(kN/㎜)

B4N0
B4A2.4H
B4A2.4F
B4C1.4H
B4C1.4F

9.3
9.5
9.8
11.4
11

B : Bending
A : Aramid
H: Half, 2000㎜

Fig １

실험 전경

계산식_전소성
하중(kN)
216
460
474

실험_항복
하중
변위
(kN)
(㎜)
291
57
297
36
300
35
299
35
300
32

4 : 4000㎜
C：Carbon
F: Full 4000㎜

Fig 2 실험체 단면

실험 변수는 FRP종류（AFRP，CFRP), 보강길이(보 스팬
의 Half, Full）이다.
Table ２
종류
특성
종류
치수 및
두께(㎜)

Ｆｉｇ3

시험체 구성요소

3. 결 론

FRP

강재
SM490

AFRP

CFRP

200×200× 2×12

2.4

1.4

길이

4000

2000

4000

실험 종료 후 FRP 형상

2000

4000

2.3 실험결과
FRP로 보강된 강재 보에서 강재가 항복한 이후 FRP에
의한 휨성능이 발현된다. 파괴 형상은 FRP 종류, 보강길
이와 무관하게 FRP와 강재의 부착성능 부족으로 인해 FRP
가 취성적으로 탈락되면서 실험이 종료되었다. 취성적 파
단은 부착재가 충분한 내력을 발휘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
으로 사료된다. 초기강성의 증가 기여도는 CFRP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FRP 소재를 활용하여 철골 보의 휨성능 보강시 구조적
거동과 보강효과를 확인하고자 구조성능실험을 수행하였
다. AFRP，CFRP를 이용한 보강 시 나타난 구조적 거동과
파괴형상은 유사하였다. 강도 증가는 크지 않았지만,
CFRP는 강성 증가에 효과가 있었다. 또한, FRP 보강시 보
강하지 않은 실험체에 비해 처침량 감소에서 효과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실험 결과를 토대로 FRP 보강
재 부착부분의 탈락을 지연 시킬 수 있는 추가 연구가 진
행된다면 FRP는 휨성능 보강재로서 많은 적용이 될 것으
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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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재-FRP 합성 교량용 방호울타리 실차충돌시험
Vehicle Crash Test of Steel-FRP Composite Bridge Safety Barrier
권 기 영* · 김 승 억**
Kwon, Ki-Young · Kim, Seung-Eock
ABSTRACT
In this study, the performance of a steel-FRP composite bridge safety barrier was evaluated through the vehicle crash
test. Glass fiber and polyester resin were used for FRP. The structural strength performance, the passenger protection
performance, and the vehicle behavior after crash were evaluated corresponding to the vehicle crash manual. As the
result, A steel-FRP composite safety barrier was satisfied with the required performance.

1. 서 론
김승억 등(2009)은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활용하여 강
재 방호울타리와 복합소재 방호울타리의 성능을 비교 평
가하였다. 김승억 등(2011)은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활용
하여 교량용 FRP 방호울타리의 성능을 분석하였다. 본 연
구에서는 실차충돌 실무 업무편람에 따라 강재-FRP 합성
교량용 방호울타리에 대한 실차충돌시험을 실시하여 구조
적 강도성도, 탑승자 보호성능 및 충돌 후 차량의 거동을
평가하였다.
Fig. 1 강재-FRP 방호울타리 빔 단면

2. 강재-FRP 합성 방호울타리 제원
2.1 지주의 제원
방호울타리는 지주, 리브, 상단빔, 하단빔, 앵커볼트,
콘크리트 연석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주의 높이는 750mm,
콘크리트 연석의 높이는 250mm로 되어있다. 지주 및 리브
는 용접 구조용 강재인 SM400을 사용하였으며 두께는 각
각 6mm, 12mm이다.
2.2 강재-FRP 합성빔의 제원
강재-FRP 합성빔의 단면을 Fig. 1에 나타내었다. 합성
빔은 강재 4.5mm, FRP 2.8mm로 구성되어 있다. 강재는 구
조용 강재인 SS400을 사용하였고, FRP는 유리섬유 및 폴
리에스테르 수지로 제작하였다.

3. 성능 평가 기준
차량 방호울타리를 개발하여 현장에 적용하기 위해서
는 실차충돌시험이 수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의 실차충돌
시험에 적용된 2001년 건설교통부 발행 “차량방호 안전
시설 실물충돌시험 업무편람”에 제시된 기준은 Table 1
과 같다.
Table 1 실차충돌시험 조건
구조적강도성능 탑승자보호성능
충 차량중량(kg)
14,000
1,300
돌 충돌속도(km/h)
65
80
조
15
20
충돌각도(°)
건
충돌속도의
충돌속도의
충돌후속도(km/h)
60%이상
60%이상
합
충돌각도의
충돌각도의
격 충돌후각도(°)
60%이하
60%이하
기
최대변형(m)
0.3m
이하
준
THIV(km/h)
33km/h 이하
PHD(g)
20g 이하

* 학생회원․ 세종대학교 토목공학과 석사과정, E-mail: kky840822@gmail.com - 발표자
** 정회원․ 세종대학교 공과대학 토목공학과 교수, E-mail: sekim@sejong.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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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차 충돌 시험 결과
4.1 구조적 강도성능
구조적 강도성능은 트럭을 대상으로 평가하였다. 충돌
후 빔의 최대변형은 0.091m로써 성능기준인 최대 충돌 변
형 0.3m이하를 만족하였다. 충돌 후 이탈속도는 충돌속도
의 60%이상인 66.2% (44km/h)로 측정되어서 만족하였다.
이탈각도는 충돌각도의 60%이하인 0% (0°)로 측정되어서
만족하였다. 트럭의 실차충돌시험 모습을 Fig. 2에 나타
내었다.

5. 결론
강재-FRP 합성 방호울타리는 차량방호 안전시설 실물
충돌시험 업무편람에 따른 방호울타리의 모든 성능평가
기준을 만족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강재-FRP 합성 방호울타리는 파괴가 일어나지
않았다. 최대 충돌 변형이 0.097m 발생하여 구조적 강도
성능 기준에서 제시된 최대 충돌 변형거리 0.3m 이하를
만족하였다.
둘째, 강재-FRP 합성 방호울타리는 THIV 29.8km/hr,
PHD 6.5g로 측정되어 탑승자 보호 성능 기준에서 제시된
기준치 THIV 33km/hr 이하, PHD 20g 이하를 만족하였다.
셋째, 충돌 후 차량의 거동은 승용차 및 트럭에 대해
서 각각 성능평가 기준을 만족하였다.

감사의 글
본 연구는 국토해양부 국토해양기술연구개발사업(한국
건설교통기술평가원 건설기술혁신사업)의 연구비지원(과
제번호 기술혁신B01)과 2011년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수행된 연구임 (NO.
2011-003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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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트럭 실차충돌시험

4.2 탑승자 보호성능
강재-FRP 합성 방호울타리는 THIV 29.8km/hr, PHD 6.5g
로 측정되어 탑승자 보호 성능 기준치 THIV 33km/hr 이
하, PHD 20g 이하를 만족하였다. 충돌 후 이탈속도는 충
돌속도의 60%이상인 64.7% (52km/h)로 측정되어서 만족하
였다. 이탈각도는 충돌각도의 60%이하인 17% (3.4°)로 측
정되어서 만족하였다. 승용차의 실차충돌시험 모습을
Fig. 3에 나타내었다.

FIg. 3 승용차 실차충돌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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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P와 강재의 부착성능
Bond Performance of FRP and Steel
류 재 용* · 김 도 범**
· 오 경 진***
· 이 상 우**** · 최 성 모*****
Ryoo, Jae-Yong · Kim, Do-Bum · Oh, Kyoung-Jin · Lee, Sang-Woo · Choi, Sung-Mo
ABSTRACT
Rehabilitation of existing steel structure attached to a steel because cross-section is generally raising. But when the area
of reinforcement increases, also increases the weight of steel can cause degradation of the operations. In addition, welding
process cause discomfort which due to the interference of other process. To replace the existing method, there are
researches and applications for civil steel structures on the outside. In this study, bond performance of FRP and Steel
were tested to reinforce steel structures by using AFRP as well as CFRP.

1. 서 론
1.1 연구 배경 및 목적
부식, 충돌에 의한 부재 파손, 건축구조설계기준 등의
변화에 의해 기존에 시공되어진 철골구조물의 경우 보수,
보강이 필요하다. 현재 철골구조물의 보수, 보강에 주로
사용되는 방법은 강재를 이용하는 것이다. 이 방법은 중
량의 강판을 이용해야 하므로 작업성이 현저히 떨어질 뿐
만 아니라, 접합방식으로 용접 또는 볼트 결합을 사용하
는 등 중요한 배관과 설비시설 들이 많은 부위에서는 용
접 등으로 인한 설비시설의 손상과 전기 사용으로 인한
감전사고 등이 우려된다. 기존 방법을 대신하여 안전성과
시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보강 방법으로서 철골구조물의
휨성능 보강에 FRP(Fiber Reinforced Polymer) strip을
사용할 경우 보강 효과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기에 앞서
본 논문에서는 강재와 FRP 소재의 부착성능을 평가하고자
한다.

2.1 소재
본 연구에 사용된 FRP 소재는 CFRP와 AFRP(Aramid
Fiber Reinforced Polymer)이다. CFRP Strip 소재는 강재
와 유사한 탄성계수와 약 6~7배의 인장강도를 가지고 있
다. 반면에 AFRP Strip은 강재 대비 약 1/3의 탄성계수와
약 3~4배의 인장강도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AFRP는 CFRP
와 다르게 비전도성 특징을 가짐으로써 특히 발전소와 같
은 특정 구조물에 적용하기에 적합한 소재이다. Table 1
은 FRP 국내 S제조사에서 제시하는 FRP 소재 특성을 나타
낸 것이다.
Table 1 소재 특성
두께
(㎜)

소재

2.4
5.0
1.4

Aramid
Carbon

탄성계수
(GPa)

인장강도
(MPa)

61.2 이상

1,600 이상

210 이상

2,400 이상

1.2 기존 연구
2.2 시험방법
FRP 소재와 콘크리트 계면의 부착거동에 관한 연구는
부착강도, 부착응력-슬립 관계의 정량적 평가, 부착강도
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인자 등 대하여 진행되어왔다. 강
재와 FRP 소재와의 부착성능에 관한 연구도 일부 진행되
고 있으나, 아직 국외 사례 및 연구조사와 CFRP(Carbon
Fiber Reinforced Polymer)에 한정되어 진행되고 있다.

2. 부착성능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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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P와 강재의 부착시험 기준에 ASTM(Standard Test
Mothod for Lap Shear Adhesion for Fiber Reinforced
Plastic (FRP))가 있다. 이 방법은 Fig 1에 표시한 것과
같이 일면 전단 겹침의 시험편을 사용한다. FRP 소재의
공칭두께는 2.5㎜, 강재의 공칭두께는 1.5㎜이다. 그러
나, Fig １과 같은 시험방법을 사용할 경우, 편심에 의
한 영향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본 시험에서는 이 기
준에서 기술된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Fig ２와 같은 양
단부에 강재와 FRP Strip를 추가로 부착하여 편심의 영향

학생회원․ 서울시립대학교 건축공학과 박사과정, E-mail: ryufeel@uos.ac.kr - 발표자
학생회원․ 서울시립대학교 건축공학과 석사과정, E-mail: rlaehqja@nate.com
정회원․ (주)희상리인포스 대표이사, E-mail: archihs@chol.com
정회원․ 한국동서발전(주) 건설그룹, 차장, E-mail: truss@ew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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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하고는 동일 접착재에 의해 부착된 FRP는 소재와 두
께에 따른 슬립의 영향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을 최소화 하였다.

Fig 1 ASTM 시험편

Fig 2 시험에 사용된
시험편

Fig 5

FRP

파괴

Fig 6

부착 및 계면파괴

3. 결 론
가력은 부착부의 전단응력과 미끄러짐의 관계를 조사
하기 위해 ASTM에서 규정하고 있는 13㎜/min의 속도로 수
행하였다. 전단응력과 미끄러짐의 관계를 조사하기 위해
Fig ２의 ○ 부분에 스트레인 게이지를 설치하였다. 시
험변수는 FRP의 소재와 AFRP의 두께(2.4, 5.0㎜)이다.

파괴모드

FRP 소재와 강재와의 부착거동 특성을 분석하기 위하
여 부착성능시험을 수행하였다. 시험 변수로는 FRP 소재
(AFRP， CFRP）， FRP 두께(2.4, 5.0㎜)이다. 실험 결
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FRP 소재에 의한 부착내력의 전단부착강도는 CFRP
가 AFRP에 비해 높다.
(2) AFRP 두께의 따른 부착내력의 차이는 미미하였다.
(3) FRP 소재, 두께별 부착면의 슬립은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었다.
(4) FRP를 강재의 강도, 강성 증가를 목적으로 하는
보강재로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부착길이의 변화, 부착성
능을 높일 수 있는 연구가 추가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
으로 사료된다.

FRP파괴

감사의 글

부착/계면
파괴

본 연구는 2011년도 지식경제부의 재원으로 한국에너
지기술평가원(KETEP)의 지원(No.2011T100100140)과 2006
년도 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
(No.핵C6A2204)을 받아 수행한 연구입니다.

2.3 시험결과
FRP 종류와 두께에 따른 최대하중 평균값과 파괴모드
에 대하여 Table 2에 나타내었다.
Table 2 시험 최대하중 및 파괴모드
Group

1

A2.4

최대하중
(kN)
7.7

전단부착
강도(MPa）
12

A5.0

8.3

13

C1.4

9.8

15

Specimen

참고 문헌

Fig 3 하중-변위 곡선

Fig 4 하중-슬립 곡선

전체적인 하중-변위 곡선의 형태는 유사하나, AFRP와
CFRP의 최대하중, 전단부착강도는 C1.4＞A5.0＞A2.4 순으
로 나타났다. AFRP보다는 CFRP가 전반적으로 높은 부착성
능을 나타내었다.
파괴모드 역시 소재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였다. AFRP
는 FRP소재내부에서 파괴가 발생하였다. 하지만, CFRP는
접착재와 강재, FRP와 접착재의 경계면에서 파괴가 발생
하였다.
Fig 2에 나타난 하중-슬립 시험 결과 몇몇 시험체를

38

한국복합신소재구조학회 학술발표회 논문집

1. 고훈범 (2006) FRP 쉬트와 콘크리트 부탁특성에 관한
기초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제22권, 제8호.
pp.69-76.
2. 정명채, 박종원 (2003) FRP部材의 부착거동 특성 및
부착모델, 대한건축학회논문집, 제19권, 제12호,
pp.105-112

3. Chen, J-F. and Teng, J-F. (2001) Anchorage
Strength Models for FRP and Steel Plates
Bonded to Concrete, Journal of Structural
Engineering
4. ASTM D 5868-01 (2008) American Society for
Testing and Materials

비좌굴 가새 댐퍼의 이력 거동에 관한 실험적 연구
An Experimental Study on Hysteretic Behavior of Non-buckling Brace
Damper
윤 명 호* · 이 윤 희** · 유 홍 식*** · 김 현 영****
Yoon, Myung-Ho · Lee, Yoon-Hee · Ryu, Hong-Sik · Kim, Hyun-Yung
ABSTRACT
This study aims at developing a new shape damper and suggestion for seismic silo structure, which contribute to increase
significantly seismic performance and constructional efficiency. The suggested N.B.B.D system is more likely to adoptable
because it remarkably contribute to save inter-story drift also to have many advantages compared with conventional X or
K type braced frame.

1. 서 론
본 연구에서는 대형 강제 사일로의 지지 구조체로 많
이 사용되는 가새 골조를 대상으로 내진 성능을 향상시키
는 효율적인 비좌굴 가새 댐퍼(N.B.B.D ; Non Buckling
Brace Damper; 이하 댐퍼) 형상을 제안하고자 한다. X형
및 K형이 포함된 일반적인 중심형 가새 골조로 설계시,
가새 중앙부에 가새의 좌굴을 방지하는 탄소성 이력 댐퍼
를 설치함으로써 가새가 부담하는 축력(인장력 또는 압축
력)과 축 변형을 댐퍼 스트럿(strut)의 휨 및 전단 저항
력과 변형으로 에너지를 흡수하게 된다. 따라서 가새에
걸리는 축하중의 크기에 의해 스트럿의 두께, 폭, 유효길
이, 개수의 변수로 댐퍼의 형상을 개발하였고, 이 댐퍼의
성능 평가를 위해 반복가력 실험을 하였으며 실험 결과를
비교 분석하여 하중-변위 관계 및 구조 특성치(항복강도,
초기강성, 최대내력, 항복변위 등)를 파악하였다.

댐퍼의 강성과 변형 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실험변수
는 스트럿의 형상에 따른 변수, 스트럿의 재질 변수 두
가지 종류로 구분된다. 형상에 따른 변수로는 스트럿의
두께, 개수, 폭이며 재질은 SS400, SM570 두 가지로 하였
다. Fig. 2에 실험체명을 예시하였으며, Table 1은 실험
체 리스트이고 Table 2는 재료의 기계적 성질이다.

Fig. 2 실험체명 예시
Table 1 실험체 리스트
번호

댐퍼의 형상은 Fig. 1과 같이 슬릿홀(slit hole)을 가
지는 웨브 플레이트와 일반 플랜지로 구성된다.

재질

플랜지
BD_300X50X10
스트럿
플랜지
BD_300X50X20
스트럿
플랜지
BD_300X100X10
스트럿
플랜지
BD_300X100X20
스트럿

1

2. 실 험

실험체명

2
3
4

:
:
:
:
:
:
:
:

형상
SS400
SM570
SS400
SS400
SS400
SM570
SS400
SS400

Table 2 재료의 기계적 성질
Specimen 재질

Fig. 1 댐퍼의 형상 및 용어
*
**
***
****

10
20

SM570
SS400

 [MPa] E[MPa]  [MPa] 연실율(%)
457.0
277.3

191,250
193,730

615.0
414.0

15.0
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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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체의 가력은 3000kN UTM(Universal Testing
Machine, 만능 시험기)을 사용하여 반복가력(Cyclic
loading)을 하였다. 가력 방법은 변위제어방식을 사용하
였으며, AISC341-05에서 규정된 가력패턴에 따라 실시한
그래프를 Fig. 3에 나타내었다.

이 그래프로부터 항복강도(Py), 초기강성(ke), 최대내
력(Pmax), 항복변위(δy) 등의 주요 구조 특성치를 파악
하여 Table 3에 나타내었다.
Table 3 구조 특성치
Specimen
Name

ke
Py δy
Pmax δmax Pmax δmax
[kN/
[kN] [mm]
[kN] [mm] /Py /δy
mm]
+ 140
9 15.6 219.9 48.4 1.6 5.4

BD_
300x50x10 - -125

-8 15.6 -187.4 -33.2 1.5

+ 175
BD_
300x50x20 - -119

49.7 1.8

5.2

-6.8 17.5 -234.5 -32.6 2.0

4.8

+ 243
15 16.2 352.6 49.8 1.5
BD_
300x100x10 - -180 -10.2 17.6 -289.2 -33.8 1.6

3.3

+

Fig. 3 가력 패턴 그래프
가력은 총 15cycle이며 변위를 점차 증가시키며 반복
가력 하였고 최대 변위는 50mm이며, 이때 층각 변형각
(  )은 1/66.7이다.

3. 실험결과
반복가력 실험 결과의 하중-변위관계(P-δ 관계) 그래
프를 단조화하여 Fig.4에 네 개의 실험체를 한 그래프에
나타내었다. 층간 변형각 ±1/500 이내에서는 탄성 상태이
며, ±1/200 이내에서 항복이 개시 되었고 ±1/100에서는
충분히 소성화가 진행되었으나 안정적인 이력루프
(Hysteresis loop)를 나타내었으며, 최대 변위 50mm일 때
플랜지에서의 면외 국부 좌굴이 보였지만 스트럿의 파단
은 없었다. 또한 초기 강성은 스트럿 두께가 10mm일 때
20mm일 때보다 더 높게 나왔으며, 종국 내력은 스트럿 폭
이 100mm인 경우 50mm에 비해 높게 나왔다. 여기서 댐퍼
의 초기 강성은 재료의 강도에 의해 기울기 차이를 보이
며, 종국 내력은 스트럿의 형상비에 따라 달라졌다.

255

BD_
300x100x20 - -200

9.6 18.2 307-7

14.5 17.6 388.7

4.2

3.3

49.0 1.5

3.4

-12 16.7 -291.5 -33.1 1.5

4.8

4. 결 론
비좌굴 가새 댐퍼(N.B.B.D ; Non Buckling Brace
Damper)의 이력거동에 관한 실험적 연구로부터 다음과 같
은 결론을 얻었다.
1. 모든 실험체는 AISC2005에 규정한 변형능력 이상을
갖고 있다.
2. 모든 실험체에서 항복 이후에 내력 증가율
( max )은 1.5~2.0배로서 항복 이후에도 내력상 안전
여유를 갖고 있다.
3. 변위 증가율(max )은 2.8~5.4배이고 최대 내력
이후에 급격한 내력 저하가 없는 것으로 보아 댐퍼로서
변형 능력을 갖고 있다.
4. 항복하중(  ), 강성(  ), 최대 하중( max )은 스트
럿의 폭이 크고, 두께가 두꺼울수록 증가했다.
5. 내력 증가율( max )과 변위 증가율(max )은
스트럿의 폭이 작고, 두께가 얇을 때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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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장한 인장가새의 좌굴강도 보강에 관한 실험
Experiments about the buckling strength reinforcement of tension brace
with slender
김 도 범* · 류 재 용** · 이 원 식*** · 권 윤 상**** · 최 성 모*****
Kim, Do-Bum · Ryoo, Jae-Yong · Lee, Won Sik · Kwon, Yoon Sang · Choi, Sung-Mo
ABSTRACT
The seismic design range for the national public facilities and power plant is expanded such as it becomes the
earthquake Disaster Relief Act with the finance since 2008 as the seismic design concept is highly regarded, etc. The
reinforcement of the brace is essential for the seismic performance security of the structure which is unable to be
satisfied the current seismic design criteria. The tension brace in which the slenderness ratio is big was designed to the
unique lateral force resistive element. And the buckling is generated in the first stage and it is unable to exhibit the
structural capability. In this research, the buckling strength improvement the reinforcing method of the suggested tension
brace tries to be verified through the experiment.

1. 서 론
발전소내 철골구조물의 횡력저항요소로는 가새가 유
일하다. 당시에는 가새를 인장에 대해서만 고려하여도 무
방하였으나, 최근 개정된 KBC2009에서는 가새골조의 설계
시 압축과 인장을 동시에 저항하도록 설계하고 있다. 현
기준에 맞추어 발전소의 내진성능을 분석한 결과 당초 설
계될 당시에 비해 지진하중에 의한 밑면전단력이 약 60%
가량 증가하게 된다. 인장가새로 설계된 부재는 세장비가
크다. 세장한 가새는 압축력에 취약하여 매우 쉽게 좌굴
거동을 보이며 내력이 급격히 감소하기 때문에 좌굴에 대
한 저항성능을 높여, 압축력에 대해서도 인장력을 받을
경우와 동일하게 거동하도록 보강한다면 매우 경제적이
며, 횡력에 대하여 구조물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
다. 이렇게 부족한 내진성능에 대해 가새의 압축 성능에
대한 보강방안으로 4조각의 절곡판을 볼트로 체결하는 방
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철골구조물의 횡력저항성능을 향상시키
기 위해 세장한 인장가새를 BRB(Buckling Restrained
Brace)와 유사한 방식으로 보강하여 좌굴강도의 증진을
검증하고자 한다.

2. 실 험
2.1 실험 계획
가새의 좌굴강도는 세장비가 작을수록 증가하며, 최대
단면의 항복내력(Py)까지 성능을 발휘할 수 있다. 따라서
*
**
***
****
*****

가새의 세장비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단면이차반경‘r’을
증가시켜야하며, 기존에 설계된 접합부의 성능범위 내에
서 인장력에 대한 거동과 동일한 성능을 발휘하게 한다.
또한, 경제적인 보강재 설계를 위해 심재로 전달되는 축
력이 보강재에 전달되는 것을 최소화하여야한다.
Fig.1과 같이 제시한 보강안의 성능을 검증하고자 실
험을 계획하였다. 보강량을 변수로 설정하여 보강재의 가
장 경제적인 크기와 형태를 알아보고자 한다. 실험체의
심재는 용접하여 제작하였으며, 길이는 2,100mm, 전체 좌
굴길이는 2,500mm이며, 보강재의 길이는 전체 좌굴길이의
70%만큼으로 1,750mm이다. 실험체에 대해 Table 1과 Fig
1에 나타내었다. 실험체의 세장비(λ)는 140으로 발전소
내 철골구조물에 설치된 ‘/’,‘K’, 역V형 가새의 세장
비 범위가 115~140, ‘X’형 가새는 200이 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2 실험 결과 및 분석
기준 실험체인 B1 실험체는 무보강 실험체로서 약
136kN에서 좌굴이 시작하여 251kN에서 대좌굴이 발생하여
내력이 급격히 감소하였다. 보강된 실험체 B2, B3는 심재
와 보강재의 경계면에서 심재의 국부좌굴이 발생하여 강
성이 감소되었으나, 지속적인 내력증가를 보이며 각 325,
338kN의 내력발휘를 하였다.
B2 실험체는 193kN부터 보강재 경계면의 심재가 플랜
지 국부좌굴을 일으키기 시작한다. 동시에 보강재와 심재
가 함께 전체적인 좌굴이 함께 발생한다. 실험체에 좌굴
이 발생하여 중앙에 발생한 변형량 만큼의 휨모멘트가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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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실험체 일람

NO.

심재

B1

보강형상

H-75×75
×4.5×4.5

B2
B3

실험변수
단면2차반경(r) 비
1.0
1.5
2.0

(b) 보강재 형상 및 치수(B2)

B1

B2

B3

Fig. 3 각 실험체의 파괴양상

3. 결 론
(a) 실험체 세팅

(c) 보강재 형상 및 치수(B3)

Fig. 1 실험체 형상
가적으로 가중되어 심재의 국부좌굴과 실험체의 전체적인
좌굴이 심화되며, 심재의 국부변형이 보강재 단부를 밀어
내면서 최대내력인 338kN에서 보강재가 벌어지기 시작하
였다. 보강재 단부가 벌어짐이 볼트 체결부위까지 확산되
자 최대내력을 유지하지하지 못하고 내력저하를 보이며
파괴되었다.
B3 실험체는 185kN부터 보강재 경계면의 심재가 플랜
지 국부좌굴을 일으키기 시작하였다. 이때 B2 실험체와
상이하게 보강재의 변형은 발생하지 않았다. 심재의 국부
적 변형이 심화되며 약축으로 꺾임으로 실험체의 중심축
과의 변형에 의해 휨모멘트가 추가적으로 가중되어 심재
의 국부좌굴이 가속화되며 최대내력인 325kN에 도달하였
다. 심재의 국부적 변형이 보강재 단부를 밀어내면서 보
강재가 벌어지기 시작하여 최대내력을 유지하지 못하고
내력저하를 보이다가 심재 단부에서 급작스럽게 꺾이며
파괴되었다. 실험체에 대한 하중-변위 관계를 Fig.2에 파
괴양상을 Fig. 3에 나타내었다.

본 연구에서는 철골구조물에 설치된 세장비가 큰 인장
가새의 좌굴강도를 증진시키는 보강방안에 대하여 실험을
통해 인장·압축을 동시에 저항하도록 하였다.
1) 실험 결과 B2, B3 실험체 모두 Py(270kN)이상의 내
력발휘를 하였다.
2) 심재 단부에서의 국부좌굴로 인하여 강성저하와 최
대내력을 유지하기 위해 보강길이를 전체좌굴길이의 70%
이상으로 정하여야 할 것이다.
3) 보강량에 따라 부재의 종국형상이 결정되며, 심재
국부좌굴에 의한 취성적인 파괴를 지양하고 전체적인 좌
굴에 의한 연성적인 거동을 위해서는 심재 단면2차반경
(r)의 1.5배로 보강해야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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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I 440에 따른 탄소섬유시트 보강 철근콘크리트 휨부재의 설계
Design of RC Flexural Members Strengthened with Carbon Fiber Sheet
According to ACI 440
이 강 연* · 최 진 우** · 이 승 후*** · 윤 순 종****
Lee, Kang-Yeon · Choi, Jin-Woo · Lee, Seng-Hoo · Yoon, Soon-Jong
ABSTRACT
Recently, strengthening and repairing concrete structures are increasing due to the deterioration of concrete infrastructures.
Carbon Fiber Reinforced Polymer Plastic (CFRP) system for strengthening concrete structures have emerged as an
alternative to traditional strengthening techniques, such as steel plate bonding, section enlargement, and external
post-tensioning. CFRP systems offer advantages over traditional strengthening techniques such as lightweight, noncorrosive,
and relatively easy to install. In this paper, we present the structural design algorithm for the RC beams strengthened
with CFRP sheet based on ACI 440. In addition, structural behavior of strengthened RC beams is investigated by varying
the amount of CFRP sheets.

2. 탄소섬유시트로 보강한 RC 보의 설계
2.1 설계개념
탄소섬유시트를 부착한 철근콘크리트 휨부재의 설계개
념도를 Fig. 1에 나타내었다. 휨부재 설계시 탄소섬유시
트의 인장파괴를 유도하도록 탄소섬유시트의 균형보강비
()가 탄소섬유시트의 보강비( ) 보다 크게 설계해야
한다.

(1)



(2)

  


여기서,  는 실험을 통한 탄소섬유시트의 인장강도
이고,  는 탄소섬유시트의 인장변형률이다.
b

γ fck

fc

c

β1 c

εc

neutral
axis

Af=ntfwf
Reinforced Concrete
Section

h-c

As

d-c

d

사회기반 시설물의 노후화로 인해 보수보강 업무가 증
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철근콘크리트 휨부재를 보수보강
하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나 최근 탄소섬유시트를 사
용한 보강방법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 탄소섬유보강공법
은 일방향(Uni-direction)으로 배열된 탄소섬유강화재인
UD Type의 탄소섬유시트를 구조내력이 부족한 콘크리트
단면에 점착, 보강함으로써 구조물의 강도, 내구성 및 내
진 성능 등 그 기능을 완벽하게 회복시켜 줄 수 있는 획
기적인 신보수보강공법이다. 그러나 이러한 탄소섬유시트
보강에 관한 연구는 아직까지 미흡한 실정이며, 탄소섬유
시트와 같은 보강재를 사용하여 기존 콘크리트 구조물을
보강하는데 합리적인 지침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 연구에
서는 탄소섬유시트를 사용하여 철근콘크리트 휨부재를 보
강하기 위해서 설계할 때 주로 적용되는 ACI 440 기준을
검토하고 단철근, 복철근, T형 철근콘크리트보에 대한 설
계절차를 알고리즘 형태로 제시하고, 탄소섬유시트 보강
량의 변화에 따른 거동을 분석하였다.



    ∙ 

  

h

1. 서 론

fs

εs
εfe

εbi

Strain Distribution

fs

ffe=Efεfe

Stress Distribution
(Nonlinear Concrete
Stress Distribution)

ffe=Efεfe

Stress Distribution
(Equivalent Fictitious
Concrete
Stress Distribution)

Fig. 1 탄소섬유시트를 부착한 철근콘크리트 휨부재의
설계 개념도
2.2 설계검토
설계검토절차는 시공단계의 내구성 검토, 사용중 내구
성 검토로 나누어진다. 시공단계의 내구성 검토에서는 시
공 직후 탄소섬유시트의 변형률 검토, 철근의 응력상태를
검토하며, 사용중 내구성 검토에서는 단면의 하중전달능
력 검토, 철근의 응력상태 검토, 탄소섬유시트의 응력상
태 검토로 나누어진다. Fig. 2에 탄소섬유시트로 보강된
철근콘크리트 휨부재의 설계절차를 단계별로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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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론

Design of RC Flexural Members
Strengthend with Carbon Fiber Sheet
Select the CFRP Sheet
Mechanical properties considering
environmental reduction factor
f fu=C Ef fue
ε fu=C Eε fue
ρ

As
bd

=

f

fck

fck≤28MPa

28MPa＜fck≤56MPa

fck＞56MPa

β 1=0.85

β 1=0.85-0.007(fck-28)

β 1=0.65

E c = 8500

ρ fb = 0.85β1

( f ck + 8 )

3

이 연구에서는 탄소섬유시트로 보강된 철근콘크리트
휨부재의 설계절차를 알고리즘 형태로 제시하였고, 다음
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ACI 440 기준을 검토하고, 탄소섬유시트로 보강된
철근콘크리트 휨부재의 설계방법을 알고리즘 형태로 제시
하였다.
2. 알고리즘의 각 단계마다 탄소섬유시트와 철근의 응
력상태 및 내구성을 검토하여, 합리적인 설계방안을 제시
하였다.
3. ACI 440 기준에 예제로 제시된 탄소섬유시트 보강
단철근 직사각형 보 이외에도, 복철근 직사각형 보, T형
보의 설계 및 검토방안을 제시하였다.

감사의 글

E f ε fue
fck
f fue E f ε fue + f f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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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탄소섬유시트 보강 철근콘크리트 휨부재의
설계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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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FRP 분말이 혼입된 폴리머 모르타르의 역학적 성질
Mechanical Properties of Polymer Mortar Added with Waste FRP
Powder
이 승 후* · 이 강 연** · 남 정 훈*** · 윤 순 종****
Lee, Seng-Hoo · Lee, Kang-yeon · Nam, Jeong-Hun · Yoon, Soon-Jong
ABSTRACT
FRP products have been widely used in various fields of industry because of possessing high-strengths, corrosion
resistance. Accordingly the waste FRP have also been increased and the effective recycling methods of waste FRP are
needed. In this study, polymer mortar specimens were prepared with the various substitution amount of waste FRP
powder. For finding the mechanical properties of polymer mortar added with waste FRP powder, compressive strength
tests are conducted. From the test, we could find that compressive strength was increased with respect to the amount of
waste FRP powder.

1. 서 론
FRP는 강도가 높고 부식저항성 및 성형성이 우수하여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재료이지만 그에따른 폐기
물의 발생량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폐FRP는 주로 소
각이나 매립의 방법으로 처리되고 있는데 이로인한 2차
환경오염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고, 매립지의 부족현
상이 대두되고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FRP폐기물을 분쇄
하여 건축재료의 골재 대용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연구가
일본을 비롯한 선진국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폐FRP의 효율적인 재사용을 위하여 분말 형태의 폐FRP를
골재와 일정한 부피비로 치환하여 폴리머 모르타르 공시
체를 제작하였고, 기본물성인 강도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골재 부피의 0%, 10%, 20%를 폐FRP로 치환하여 각 경우당
3개의 공시체를 제작하였고 28일간의 양생을 한 후 압축
강도시험을 실시하였다.

로 치환하였다. 폐FRP의 함유량에 따라 각각 3개의 공시
체를 제작하였으며. 공시체 제작의 배합표를 Table 1에
나타내었다.
Table 1 공시체 제작 배합표
폐FRP
비율
0 %
10 %
20 %

3호사
(kg)
1.96
1.76
1.55

7호사
(kg)
0.91
0.83
1.75

탄산칼슘
(kg)
0.28
0.28
0.28

수지
(kg)
0.525
0.525
0.525

완성된 공시체는 2일간의 습윤양생을 거쳐 탈형 후,
21일간의 기중양생을 하였다. 제작에 사용된 분말 형태의
폐FRP와 탈형 전,후 공시체의 모습을 Fig.1,2에 나타내었
다.

2. 실험재료 및 방법
2.1 공시체 제조
공시체의 제작은 KS F 2419에 명시된 폴리에스테르
레진 콘크리트의 강도 시험용 공시체 제작 방법을 따랐으
며, 충전제로 탄산칼슘을 사용하였다. 골재에는 3호사와
7호사를 혼용하였고, 레진의 경화를 위하여 경화제를 첨
가하였다. 다만, 공시체 제작 방법에 따르면 75mm× 150mm
의 공시체가 기본이나, 관련 업체에 문의한 결과 해당 사
이즈 몰드의 생산이 중단되어 100mm× 200mm 공시체를 제
작하게 되었다. 골재 부피를 측정하기 위하여 메스실린더
를 사용하였고, 측정된 골재 부피의 10%, 20%만큼 폐FRP
*
**
***
****

정회원․
정회원․
정회원․
정회원․

홍익대학교
홍익대학교
홍익대학교
홍익대학교

Fig. 1 분말 형태의 폐FRP

Fig. 2 탈형 전,후의 공시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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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압축강도시험
공시체의 압축강도시험은 KS F 2481 폴리에스테르 레
진 콘크리트 압축강도시험방법에 따라 실행하였다. 하중
은 변위제어 방식으로 1mm/min의 속도로 재하하였고, 수
식 (1)을 이용하여 최대압축강도를 산출하였다.







여기서,

(1)

  압축 강도   
  최대하중  

Fig. 3 폐FRP가 배합되지 않은 폴리머 모르타르의 압
축 강도

시험과정 및 결과를 Fig. 2 및 Table 2에 정리하였다.

Fig. 4 폐FRP가 10% 배합된 폴리머 모르타르의 압축
강도
Fig. 2 공시체 압축강도 시험
Table 2 공시체 압축강도 시험 결과
시편
번호

단면적
(mm2)

최대하중
(kN)

최대압축
강도(MPa)

0%-1
0%-2
0%-3
Average
10%-1
10%-2
10%-3
Average
20%-1
20%-2
20%-3
Average

7687.581
7636.382
7684.804
7670.256
7810.059
7834.357
7867.337
7837.251
7973.814
7715.580
7873.627
7854.340

325.751
313.443
167.356
268.850
417.425
392.591
384.773
398.263
530.959
515.322
470.302
505.528

42.374
41.046
21.772
35.051
53.447
50.112
48.908
50.817
66.588
66.790
59.731
64.363

3. 결 과
시험 결과, 공시체의 폐FRP 배합량이 증가함에 따라
최대압축강도가 10%~25% 가량 증가함을 확인하였다. 특히
폐FRP가 20% 배합된 공시체의 경우, 폐FRP가 배합되지 않
은 폴리머 모르타르 공시체에 비하여 최대압축강도가 31%
증가하여 월등한 강도증진 효과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
다. 공시체의 폐FRP 배합의 증가에 따른 강도 변화를
Figs. 3~5에 나타내었다. 시험 결과로부터 분말 형태의
폐FRP가 폴리머 모르타르의 강도증진에 효과가 있음을 확
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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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폐FRP가 20% 배합된 폴리머 모르타르의 압축
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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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콘크리트 슬라브의 휨 보강을 위한 FRP-UHPC 복합 보강기법
FRP-UHPC Retrofit System Enhancing Flexural Strength of RC Slabs
김 정 중* · 노 혁 천**
Kim, Jung Joong · Noh, Hyuk-Chun
ABSTRACT
This study proposes a hybrid system of fiber reinforced polymer (FRP) and ultra high performance concrete (UHPC) to
enhance flexural strength of existing reinforced concrete (RC) slabs. The proposed system is designed to be placed at the
top surface of the slabs for flexural strengthening of the sections in both positive and negative moment zones. The
enhancing mechanisms of the proposed system for both positive and negative moment regions are presented. Moreover, to
prevent the compression in FRP of the enhanced sections in positive moment zone at flexural failure, neutral axis of the
sections at failure is enforced to be in UHPC overlay. From this condition, a relationship between design parameters of
FRP and UHPC is established.

1. 서 론
재하하중의 증가와 건축물의 노화로 인한 철근콘크리
트 구조물의 보강에 대한 요구는 증가하는 추세이다. 또
한 내폭설계에 적합한 수준으로 기존의 구조물을 보강하
는 방안에 대한 연구도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1 철근콘
크리트 (RC) 슬라브의 휨 보강은 Fig.1에서 보여지는 것
처럼 일반적으로 구조용 강재나 섬유보강플라스틱 (FRP)
같은 인장재를 구조 단면의 인장지역에 보강함으로써 이
루어진다.2 그러므로 슬라브의 정(+)의 모멘트 구간의 휨
보강을 위해서는 슬라브의 하부에 인장재를 부착해야 하
는데, 일반적으로 건물 내 슬라브의 하부에는 소방파이프
등의 설비가 설치되어 있다. 이러한 슬라브 하부의 설비
들은 인장재 시공을 위해 철거 후 재설치 해야 하는 추가
비용을 발생시킨다. 또한, 접착제를 이용하여 슬라브의
하부에 인장재를 시공 시 균일한 상향의 초기 부착압을
주기가 매우 어렵다. 이러한 시공상의 어려움은 인장재의
구조물에 대한 부착력의 품질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인장보강재로써 외부에 부착된 FRP의 구조적 거동
3
은 주로 구조물과의 부착력에 의해 지배되기 때문에 ,
FRP 부착력의 저하는 보강된 단면의 구조적 성능의 저하
를 발생시킬 것이다. 이러한 시공상의 어려움과 인장재
부착품질 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 부(-)의 모멘
트 구간 모두 RC 슬라브의 상부면에 시공할 수 있는 초고
거동 콘크리트 (UHPC)와 FRP의 하이브리드 구조가 제안되
었다.4 부(-)의 모멘트 구간에서는 주로 FRP의 인장력에
의한 휨 보강 기능을 발휘하는 반면, 정(+)의 모멘트 구
간에서는 UHPC가 압축재로 FRP가 인장재로 작용 하는 구
조이다.

Fig. 1 철근 콘크리트 슬라브의 설계를 위한 모멘트의
분포와 그에 따른 인장 보강재의 일반적인 설치
위치(좌), 제안된 FRP-UHPC 보강기법 설치 위치(우)

2. 보강기법
휨 보강을 위해 시공되는 FRP는 압축력에 의해 미세좌
굴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FRP를 휨 보강재로써 휨 단면
의 압축지역에 설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5 그러므
로 정(+)의 모멘트 구간의 보강된 단면 (Fig.1의 단면
A-A)의 휨 파괴 시 Fig. 2에 보인 FRP가 인장력을 받는
힘의 평형과 변형률 적합조건을 만족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 가정된 변형률 적합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중립축
의 깊이 c가 타설된 UHPC의 두께 tH 보다 작아야 할 것이
다. 이로부터 UHPC의 강도, 타설 두께와 FRP의 두께 tf
간의 관계식이 식 (1)과 같이 유도 될 수 있다.

 


 ≥  




  



(1)

또한, FRP가 압축력을 받는 것으로 가정된 변형률 적
합조건을 만족하지 않아야 하며, 이로부터 식 (2)의 관계
식이 유도 될 수 있다.

* 정회원․ 세종대학교 건설환경공학과 연구교수, E-mail: jungjkim@sejong.ac.kr - 발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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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식 (1)과 (2)의 유도과정에서 콘크리트 등가응력 사각
형의 응력의 크기와 깊이의 계수인  과  은 모두 0.85
를 사용하였다. 식 (1)과 (2)의 조건을 만족 한다면, 정
(+)의 모멘트 구간의 보강 단면의 공칭 휨 강도는 철근의
인장력과 UHPC의 압축력, FRP의 인장력과 UHPC의 압축력
의 우력 모멘트의 합인 식 (3)과 같이 계산 될 것이다.
 

                 
(3)

 

 





식에서 는 콘크리트 등가응력 사각형의 깊이이다.

러한 경우, 단면의 휨 강도가 전단 강도를 상회 할 수도
있으며, 전단에 의한 갑작스러운 파괴가 예상된다. 그러
므로 기존의 RC 슬라브에 제안된 휨 보강기법 적용 시,
FRP의 설치량을 조절하거나, 추가적인 전단 보강을 통하
여 휨에 의한 파괴를 유도해야 할 것이다.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UHPC와 FRP의 하이브리드 구조인 RC 슬
라브 휨 보강 기법이 소개되었다. 정(+), 부(-)의 모멘트
구간에 위치한 모든 RC 슬라브 단면에 대하여, 단면의 상
부에 FRP와 상부타설 UHPC를 차례로 시공하여 휨 보강을
할 수 있다. 정(+)의 모멘트 구간의 단면에서는 FRP 인장
력과 UHPC 압축력, 기존철근 인장력과 UHPC 압축력에 의
한 우력이 기존 슬라브의 우력을 대체하여 휨 보강이 되
는 구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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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정(+)의 모멘트 구간의 보강된 단면에서 휨 파괴
시 요구되는 힘의 평형과 변형률 적합조건
부(-)의 모멘트 구간 (Fig.1의 단면 B-B)의 보강 단면
의 공칭 휨 강도는 기존 단면의 휨 강도에 FRP의 인장력
과 슬라브 콘크리트의 압축력의 우력 모멘트가 추가되어,
식 (4)와 같이 계산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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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례연구 및 토의
정(+), 부(-)의 모멘트에 대하여 모두 Table 1에 제시
된 공칭 휨 강도를 가지는 기존 RC 슬라브 단면에 FRP의
두께 1 mm (Ef = 72 GPa)와 UHPC의 두께 25 mm (fH = 70
MPa)로 제안된 보강기법을 적용하였을 때, 보강된 단면의
공칭 휨 강도는 정(+)의 모멘트 구간에서 44.8 kN-m, 부
(-)의 모멘트 구간에서 87.8 kN-m로 계산된다. 정(+)의
모멘트 구간에서 파괴 시 중립축의 깊이는 11 mm로 UHPC
내에 위치함을 확인할 수 있다.
Table 1 사례연구에서 사용한 기존의 RC 슬라브 단면
의 치수, 재료의 물성치, 공칭 휨 강도 (1m 당)
(mm)
150

2
(mm)  (mm ) ′(MPa)  (MPa)

125

664

21

400

 (kN-m)
31.2

일반적으로 RC 슬라브의 파괴는 휨이 지배하기 때문에
전단에 대한 보강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하지만 사례
연구로부터 볼 수 있듯이, 보강된 RC 슬라브 단면의 휨
강도는 기존의 강도에 비해 정(+)의 모멘트 구간에서는
1.4배, 부(-)의 모멘트 구간에서는 2.8배 증가하였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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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P-콘크리트 하이브리드 중공 해상 풍력 타워 설계
FRP-Concrete Hybrid Hollow Offshore Wind Power Towers
한 택 희* ․ 오 명 학**
Han, Taek Hee · Oh, Myoung Hak
ABSTRACT
An FRP(fiber reinforced polymer)-concrete hybrid hollow offshore wind power tower was proposed. To design this
new-type wind tower, a design program was developed. It can design optimized sections automatically with the
consideration of material nonlinearities. When the outer diameter and requested capacities of the hybrid tower are given,
the developed program performs axial force-bending moment interaction analyses for one thousand sections of the tower
and suggests ten economically optimized designs. The analysis considers material nonlinearities of concrete and FRP, and
the confining effect of concrete. By using the developed program, example design processes were performed for a
5.0MW turbine and a 3.6MW turbine. The designing process was performed for the loads of wind power turbine and
wind load. The designed section and analysis results showed the developed program suggested rational and satisfactory
section designs.

1. 서 론
최근, 유럽 및 북미의 선진국을 중심으로 신재생에너
지에 대한 관심이 급증함에 따라 국내외적으로 해상풍력
터빈 발전기 설치가 활발하며, 국내에서는 지식경제부를
중심으로 2017년까지 9조원에 이르는 설치공사가 예정되
어있다. 국내외적으로 육상에서 이루어지던 토목공사가
Fig. 1과 같이 에너지 효율 및 비용절감을 위하여 점차
육지를 벗어나 먼 바다인 해상에 풍력단지를 조성하는 사
례가 급증추세이다.

Fig. 1 육상풍력과 해상풍력의 풍력단지조성에 다른
건설비용의 예
2011년 세계 풍력발전 설비용량은 약 200GW로, 이 중
해상풍력의 비중은 1.45%(2.9GW)에 불과하나, 덴마크의
풍력발전 전문 컨설팅업체 BTM컨설팅의 자료에 따르면
(2011), 2010년에 설치된 풍력발전기 중 83.1%는 1.5~2.5
㎿급이며, 8.3%가 0.75~1.499㎿급 제품일 정도로 아직 해
상에 설치된 대용량 풍력발전기의 비중은 미미하다. 육상
풍력과 해상풍력의 원가구성을 비교하면, 육상풍력은 터

빈 70%, 기반공사 17%, 계통연계 8%, 기타 5%의 구성비를
보이나, 해상풍력의 경우에는 터빈 43%, 기반공사 24%,
계통연계 24%, 기타 9%로서, 터빈 이외의 부분에 대한 공
사비가 증대되며, 터빈 가격은 일정하다는 점을 고려하
면, 육사풍력에 비해, 해상풍력에서는 기반공사비는 2.3
배, 계통연계에 대한 공사비는 4.9배 증가함을 알 수 있
다. 우리나라의 제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2008)에 의하
면 석유를 포함한 화석에너지 비중(1차 에너지 기준)을
현재 83%에서 2030년 61%로 축소, 신재생에너지 비중은
현재 2.4%에서 2030년 약 11.5%로 확대하여 에너지 공급
의 脫 화석화를 실현하고자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해상
풍력 발전 단지의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Fig. 2 FRP-Concrete 하이브리드 구조
현재까지 풍력발전타워로는 강구조만이 사용되고 있으
나, 타워 구조물의 장대화에 따라 세장비가 크게 증가하
고, 해상 조건상 더 큰 횡력이 작용하게 되어 좌굴파괴의
위험성이 크며, 타워의 직경 또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Fig. 2와 같이, 이중의 FRP 관 사이
에 콘크리트를 충진한 하이브리드 구조의 풍력 타워 구조
를 제안하고, 이를 자동으로 설계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
여 자동 설계를 수행하였다. 해석 프로그램은 Han et al.

* 정회원․ 한국해양연구원 연안개발․에너지 연구부 선임연구원, 공학박사, E-mail: taekheehan@kordi.re.kr - 발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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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의 비선형 재료모델을 적용하여, 재료 비선형을 고
려한 설계를 수행하며, 1000 가지의 단면에 대해 해석을
수행한 후, 요구하는 축력과 모멘트 성능을 만족하는 10
개의 단면설계 안을 제시하여 준다. 또한, 자동 설계에
의한 제시된 설계안에 대해 모멘트-곡률 해석을 수행하
여, 각 설계안에 따른 구조물의 거동을 비교하여 보았다.

2. FRP-Concrete 하이브리드 풍력 타워 설계
국외 설계 사례(Ljjj & Gravesen, 2008)를 참고하여,
기존의 강재 타워 보다 직경이 50% 감소된 DSCT 타워의
자동설계를 수행하였다. 3.6MW 풍력 타워와 5.0MW 풍력
타워에 대해 수행하였으며, 기존의 강재 타워는 3.6MW의
경우에는 4,500mm의 직경과 30mm의 두께, 그리고 5.0MW의
경우에는 6,500mm의 직경과 35mm의 두께를 갖는다. 각 타
워의 요구성능은 3.6MW의 경우에는 축력 4.4MN, 모멘트
89.9MN-m이며, 5.0MW의 경우에는 축력 7.1MN, 모멘트
150.0MN-m이다. Fig. 3과 Fig. 4는 3.6MW와 5.0MW에 대해
직경을 50%씩 감소시켜 수행한 DSCT 설계안들에 대한 해
석 결과를 보여준다. Fig. 5는 3.MW와 5.0MW에 대한 설계
안 중 가장 경제적인 설계안에 대한 타워의 모멘트-곡률
해석 결과이다.

Fig. 5 최적 설계안에 대한 모멘트-곡률 관계도

3. 결 론
FRP-Concrete 하이브리드 풍력 타워를 제안하고 자동
설계 프로그램을 작성하여, 설계 및 해석을 수행하였다.
수행 결과 자동설계 프로그램에서는 합리적인 설계안을
도출하였으며, FRP-Concrete 하이브리드 타워의 경우에는
향상된 축강도와 휨강도로 인하여, 기존의 강재타워에 배
해 50%의 직경으로도 충분히 요구성능을 만족함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FRP-Concrete 하이브리드 구조를 해상 풍
력 타워에 적용한다면 더욱 경제적이고 안전한 풍력발전
단지의 건설이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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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형 CFT 기둥-보 접합부 내다이아프램 형태별 구조성능 비교
Structural Behavior Comparison by Internal diaphragm Shape of
Square CFT column to beam Connection
오 헌 근*
Oh, Heon-Keun

·
류 재 용**
· Ryoo, Jae-Yong

·
·

최 성 모***
Choi, Sung-Mo

ABSTRACT
The Composite structures such as CFT(Concrete Filled Steel Tube) have many advantages compared to the H shape
columns, concrete columns. But, CFT columns were reinforced difficult which was members with closed section. When
beams size were different around the columns in buildings of various form, the construction was complex that diaphragm
was overlapped or inclined. In this study, structural performance comparison of horizontal diaphragm and vertical plates
was conducted.

2.1 실험계획 및 방법

1. 서 론
CFT 기둥-보 접합부에 있어 기존 내다이아프램의 경우
내부 보강을 위한 강재량이 많이 소요되고 절단 및 조립
비가 상대적으로 높아 원가측면에서 불리하고, 용접량 증
가 및 손실률이 많아 채택빈도가 낮은 접합형식이다. 본
연구에서는 제작성, 시공성 그리고 용접의 난이도를 개선
한 접합부에 적용되는 수직 및 수평 내다이아프램의 구조
적 성능을 평가해보고자 한다. 개선형 접합부에 적용된
각형강관은 내다이아프램에 대한 시공성과 경제성을 고려
하여 ㄷ형태의 강관을 만들고 두 개 형상의 접합되는 두
면을 용접(2seam)하여 강관을 제작하는 형태이다.

실험체에 사용된 기둥의 치수는 SM490 강종의 □
400×400×12, 보의 치수는 SS400 강종의 800×200×16이
며, 내다이아프램은 SS400 강종을 사용하였다. 강관 내부
에는 28일 강도 압축강도가 평균 41MPa인 콘크리트를 충
전하였다.

a) 곡선형
내다이아프램

b) 무절삭형
내다이아프램
Fig. 2 실험체 개념도

Table 1 실험체 계획
실험체
TS-1
배치방향
수평형
a) 선 접합부 개념 및
수평형내다이아프램

b)수직형
내다이아프램

TS-2

c)수직형
내다이아프램

TS-3
수직형

형상

Fig. 1 개선형 접합부 형상
본 연구에서 적용한 수평형 내다이아프램은 다이아프
램의 모서리 절삭형태에 따라 곡선형, 무절삭형으로 나뉘
어진다. 수직형 내다이아프램은 콘크리트와의 부착성능을
증가시키기 위해 플레이트에 구멍을 뚫어 제작하였다.

2. 구조성능실험

3,000kN UTM을 사용하여 보 플랜지를 양쪽에서 인장력
을 가하여 최대내력 이후 파괴모드가 확인될 때까지
0.016mm/sec의 변위제어로 가력하였다. 변위 측정은
600mm의 표점거리 사이에 변위계를 설치하여 축방향 변위
를 측정하였고, 변형률 게이지를 그림 3과 같이 설치하여
강판 플랜지 및 보 플랜지, 내다이아프램의 변형률 분포

* 정회원․ 삼성물산(주) 건설부문 부장, E-mail: arch2000@samsung.com - 발표자
** 학생회원․ 서울시립대학교 건축공학과 박사과정, E-mail: ryufeel@uos.ac.kr
*** 정회원․ 서울시립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E-mail: smc@uos.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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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를 측정하였다.

Table 2 실험결과
실험체
TS-1
TS-2
TS-3
a) 실험체
세팅전경

b) 수평형
내다이아프램

c)수직형
내다이아프램

내다이아프램
수평형
수직형

초기강성 항복하중 최대하중
(kN/㎟)
(kN)
(kN)
303
310
329

538
594
298

1,375
1,348
976

3. 결 론

Fig. 3 실험체 세팅전경 및 형상
2.2 실험결과
실험 종료 후 각 실험체들의 하중-변위 곡선을 그림 4
에 나타냈다. 수평형 내다이아프램은 강도와 강성이 유사
하게 나타났으며, 수직형 내다이아프램의 경우 수평형에
비해 초기강성은 수평형과 유사하게 나타났지만, 최대내
력은 수평형 대비 약 30%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각형 CFT 기둥- 접합부 내다이아프램 형태별 단순인장
실험을 수행하여 분석 및 고찰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
을 얻었다.
(1) 수평형 내다이아프램의 형상에 따른 거동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강재, 용접량 절약 측면에서
곡선형을 사용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또한, 추가적 실험
을 통해 곡선형이 아닌 사선형 등의 보다 효율적 형상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2) 수직형 내다이아프램은 초기강성은 수평형과 유사
하나 하중은 약 30% 이상 적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콘크
리트와의 합성효과를 향상시킬 수 있는 플레이트의 두께
증가, 직각방향의 스터드 설치 등에 따른 추가적 연구가
필요하다 판단된다.
(3) 수직형 내다이아프램은 인장측 보다는 압축측 플
랜지에 적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으로 사료되며, 이
에 대한 추가적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감사의 글

Fig. 4 하중-변위 곡선
파괴 형상은 TS-1, 2의 경우, 파괴시 까지 별다른 이
상 징후를 보이지 않고 보플랜지 인장파괴에 의해 실험이
종료되었다. TS-3은 하중이 620kN일 때 1차적으로 콘크리
트가 파괴되면서 내력이 다소 떨어지는 현상을 보였으나,
다시 내력이 재상승하였다. 84kN일 때 실험체에서 콘크리
트 파괴가 본격적으로 발생하면서 강관의 변형이 생기기
시작하였다. 최종 파괴는 기둥과 보플랜지의 접합부가 찢
어지면서 발생하였다.
2.3 분석 및 고찰
수평형 내다이아프램 형상에 따른 초기강성과 항복 및
최대하중 실험결과는 별다른 차이점이 없는 것으로 나타
났다. 곡선형상의 내다이아프램이 용접량과 강재량을 줄
임으로서 시공성과 경제성 측면에서 유리한 것으로 판단
된다.
수직형 내다이아프램은 수평형에 비해 초기강성, 하중
등에서 수평형에 비해 내력이 충분히 발휘되지 못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는 수평형 내다이아프램의 경우, 중앙
부에 수직 스티프너가 설치되어 콘크리트와의 합성효과를
충분히 발휘한 반면, 수직형 내다이아프램은 플레이트의
구멍을 통해서만 콘크리트와의 내부앵커 접합를 하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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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구속중공 RC 기둥의 내부 구속력 연구
A Study of Internal Confined Effect for Internally Confined Hollow R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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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cently study of confining effect in column member is progressed. But these studies are limited to about RC column
and external confining effect in hollow column. Internal confining effect in hollow column has not researched that
generally assumed the same external confining effect. In this study there are to investigate the internal direction confining
effect ICH RC columns. We performed parametric studies to find main parameters that affect the internal confining
effect. Parametric study has performed using FEA program (ABAQUS) which parameters are hollow ratio, diameter of
column.

1. 서 론

최근 기둥 부재에 관한 구속효과 연구는 다수의 연구
자들에 의하여 연구되어져 왔다 그러나 대부분 중실단면
에 대한 연구이거나 혹은 중공 단면의 외부 구속력을 평
가하는 데 국한 되어 있는 상황으로 중공단면에서 중공부
로 작용하는 구속력의 특성을 연구한 연구자 미비한 실정
이다. 본 연구에서는 내부 구속 중공 RC 기둥(ICH RC,
Internally Confined Hollow RC columns)의 내부 구속력
을 분석하기 위하여 해석적인 방법을 이용하였으며, 내부
구속력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를 찾기 위하여 콘크리트의
중공비와 직경, 내부 튜브의 두께로 변수를 정하고 각각
의 변수가 내부 튜브 삽입에 따른 콘크리트의 구속력에
대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해서 연구를 수행하였
다.

2. 기본이론
그림 1은 ICH RC 기둥내의 구속응력에 대해서 나타낸
것으로 한택희 등(2007)에 의하여 제시되어졌으며, 이를
이용하여 내부튜브의 항복파괴 조건식(식 (2))과 좌굴파
괴조건식(식(3))을 제안하였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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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  



(3)

여기서,  : 횡철근의 항복강도,  : 횡철근의 단
면적, ′ : 구속 콘크리트의 외경,  : 횡철근의 간격,
 : 내부튜브의 항복강도.  : 구속 콘크리트 내경,
 : 내부튜브 두께,  : 튜브의 탄성계수이다.

Fig. 1 ICH RC 부재내에서 콘크리트에 작용하는
구속 응력(한택희 2007)
이러한 제안식들은 기본적으로 콘크리트의 외부와 중
공부에 발생하는 구속력을 동일하게 가정하였다. 그러나
원형 단면일 경우에는 단면 기하형상에 의한 아치효과가
발생하여 내부 구속력이 외부 구속력에 비해 작아질 것으
로 판단된다.

3. 해석 연구
ICH RC 기둥의 구속상태를 검토하기 위하여 범용 FEM
해석프로그램인 ABAQUS를 이용하였으며, 콘크리트와 강재
의 재료비선형성을 고려하였다. 콘크리트는 Solid 요소
(C3D8R), 내부튜브는 Shell 요소(S8R) 철근은 Truss 요소
를 이용하였고, 콘크리트와 내외부튜브의 접촉부는 무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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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로 가정하였다.
해석 모델은 Fig 2와 Fig 3과 같이 중공 RC 모델과
ICH RC 모델로 나누어 해석을 수행하였으며, 모델의 제원
은 Table 1과 Table 2와 같다. 여기서 콘크리트의 비구속
콘크리트 강도는 30MPa로 하였다.

Fig.2 중공 RC
모델 개요

시켰다.
Table 2 직경 및 중공비 변화에 따른 모델 제원
중공비
0.1~0.9
0.1~0.9
0.1~0.9
0.1~0.9
0.1~0.9
0.1~0.9
0.1~0.9

fl
6.25
6.25
6.25
6.25
6.25
6.25
6.25

D
400
800
1200
1600
2000
2400
2800

fyh
350
350
350
350
350
350
350

Asp
507
507
507
507
507
507
507

s
142
71
47
35
28
24
20

Fig.3 ICH RC
모델 개요

Table 1 중공 RC 모델의 개요
중공비
0.1
0.2
0.3
0.4
0.5
0.6
0.7
0.8
0.9

fl
10
10
10
10
10
10
10
10
10

D
400
400
400
400
400
400
400
400
400

fyh
350
350
350
350
350
350
350
350
350

Asp
507
507
507
507
507
507
507
507
507

s
89
89
89
89
89
89
89
89
89

Fig 6 내부 튜브 미삽입
시 내부 구속력 변화

Fig 7 내부 튜브 삽입 시
내부 구속력 변화

Fig 6와 Fig 7은 내부 튜브 삽입·미삽입 시 내부 튜
브의 구속력 변화를 나타낸 것으로 모든 직경엣서 동일한
내부 구속력비율이 형성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공비
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결 론

Fig 4 중공 RC 단면의
구속력

Fig 5 내부 튜브 삽입 후
구속 응력 변화

Fig 4는 중공 RC 단면의 구속력을 나타낸 것으로 내부
구속력이 내부 구속력과 다른 것을 볼 수 있었으며, 외부
구속력 또한 점차 감소하여 중공비 0.7 이후에 외부 구속
력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콘크리트
가 3축 구속 상태에 놓이지 않는 다는 것을 나타낸 것이
다. 이에 반해서 Fig 5의 결과를 보면 내부 튜브 삽입 후
구속응력의 변화에 있어서 큰 변화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외부 구속력은 이론 구속응력에 접근하고 있으
며, 내부 구속력 또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구속 콘크
리트가 3축 구속상태에 놓이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다음으로는 내부 구속력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도출
하기 위하여 직경 및 중공비 변화에 따른 영향성을 분석
하였다. Table 2는 직경 변화에 따른 모델의 제원을 나타
낸 것으로 구속 콘크리트의 외부 구속력을 6.25로 설정하
였으며, 직경을 400~2800mm로 설정하여 해석을 수행하였
다. 횡철근의 간격은 구속력에 따라 횡철근 간격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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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압축을 받는 내부 구속 중공 RC 기둥의 내
부 구속력 평가를 위하여 해석 연구를 수행하였다.
(1) 중공비 0.6까지는 자체의 아치 액션에 의하여 내부
튜브가 없어도 충분한 구속력을 발휘하는 것으로 나타남
(2) 중공비가 0.7 이상에서는 구속력이 점점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공비 0.9에서는 이론치 대비 외부
구속력이 20% 수준으로 감소되는 것을 볼 수 있음.
(3) 내부 튜브를 삽입할 경우에 중공비 0.7~0.9의 경
우에는 이론 구속력 대비 90%이상으로 외부구속력이 회복
하는 것을 볼 수 있음.
(4) 내부 구속력에 영향을 가장 많이 미치는 변수는
중공비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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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용 단열패널의 면내전단 및 축하중 성능평가
Evaluation of Racking Shear and Axial Performance on Structural
Insulated Panels
나 환 선* · 이 현 주**
류 재 용*** 최 성 모****
Nah, Hwan-Seon · Lee, Hyeon-Joo · Ryu, Jae-Yong · Choi, Seong-Mo
ABSTRACT
This study is related to evaluate the performance of structural insulated panels. This panel plays a role as structural
member and insulation simultaneously. This study is focused to test the racking shear capacity and axial compression
capacity based on ASTM E-72 and KS F2273. The test result shows the panels are applicable to the required load
sufficiently.

1. 서 론
구조겸용 단열패널(Structural Insulated Panels)은
조립식 목구조건축물에 사용되는 재료로서, 4~8"의 단열
재의 양면에 합성목재(Oriented Strand Boards, OSB) 혹
은 다른 재료를 압착하여 제조한 판재이다. SIP는 기존
재료보다 기밀, 방음 성능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강도하
중비가 커서 효율적인 구조 설계가 가능하다.
SIP는 주문자의 요구에 따라 다양하게 제작되며 크레
인으로 양중해야 하는 대형(96"×288") 크기로 제작이 가
능하므로 주택 규모에 따른 시공 제약이 없다. 또한, 거
푸집, 철근공사, 콘크리트 타설공사 등의 구체공사 및 단
열 방수공사까지 구조단열패널 현장 조립으로 공정 단순
화가 가능하다.
SIP는 에너지저감을 위한 기본 요구사항인 기밀성능
이 우수하고, 콘크리트 또는 강재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
에 친환경적이며, 조립식이기 때문에 공기가 짧은 장점
이 있는 에너지절약형 주택 시공에 아주 유리한 건축자
재이다.
미국 에너지성(DOE)에서는 SIP의 단열 및 기밀 성능
에 대한 우수성을 인정하였고, 미국 주택도시개발청 주관
으로 SIP성능평가 및 설계기준을 개발하고, 주택설계지침
서를 발간한 바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한국에서는 관련
건축자재에 대한 구체적인 기술규준, 시방, 시험방법조차
명확하게 정리되어있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위와
같은 현실을 고려하여, 에너지절감 30%주택 기준에 해당
하는 SIP를 제작하고, 그 구조적 성능을 평가하고자 하였
다.

2. 시험 및 결과분석
2.1 시험방법
SIP시험을 위해 검토된 국내, 외 시험규격은 ASTM E72

-10, ASTM D4761-05, ASTM E1803-06과 KS F2273이었다.
또한 미국 합판 및 공학 목재협회(APA, The Engineered
Wood Association)의 선행 시험자료도 검토하였다.
ASTM E72-10에서 수행하는 시험방법은 크게 4종류의
구조성능시험을 언급하고 있다. 면내전단, 축방향압축,
수평방향압축, 인방보 시험이다. ASTM E72 방법을 기본으
로 추가적으로 필요한 시험방법은 국내 KS F 2273를 참고
하여 보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전단시험과 축하중 시험
수행에 대한 결과를 분석하였다.
2.2 시험체 형상 및 가력방법
2.2.1 재료 물성
SIP 시험체 제작에 적용된 단열재는
2종 2호(네오
폴)로서 밀도는 26kg/㎥이며, 이때 SIP 단열재 두께는
140㎜(5.5")이다. DOC PS 2에 부합하며 각 패널의 최소
공칭두께는 7/16"(11 mm)인 OSB(oriented strand board)
를 사용하였다. 시험에 사용된 SIP시험체는 국내 공장에
서 2011년 9월에 제작되었다.
2.2.2 Racking 전단시험용 시험체
패널의 모든 바깥쪽 끝과 가장자리는 공장에서 38㎜를
단열재를 가공하였다. 1.2m 패널 끝을 따라 단열재 두께
에 맞는 크기의 구조용 목재(SPF 2&BTR) 2×6 부재를 가
공된 부분에 배치했고 150㎜ 간격으로 8d 나사못(0.4㎜
×63㎜)으로 OSB를 양쪽에 부착했다.
또한, 패널의 상단 가장자리와 하단 가장자리도 단열
재 두께에 맞는 크기의 2×6 부재에 맞도록 공장에서 38
㎜를 가공하였다. 상단 구조용 목재와 하단 구조용 목재
를 각 측면에서 150㎜ 간격으로 8d 나사못(0.4㎜×63㎜)
으로 SPF 프레임에 부착하였고 Figure 1과 같이 시험체수
량은 3세트이다.
2.2.3 축하중 시험체
패널의 모든 바깥쪽 끝과 가장자리는 공장에서 38㎜를
단열재를 가공하였다. 1.2m 패널 마구리를 따라 단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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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δ1 : 각 하중 단계별, 시험체 상부 수평방향
순변위, δ2 : 각 하중 단계별, 시험체하부 수직방향 순
변위,δ3 : 각 하중 단계별, 시험체하부 수평방향 순변위
h: 시험체 높이, b:시험체 폭
Table 1 하중단계별 시험결과
3.5 kN

7 kN
전단

순변위

시험

변형량

(㎜)

체명

-4

δ1 δ2 δ3

Figure 1 Racking전단
시험체

Figure 2 축하중
시험체

두께에 맞는 각재(2×6)를 설치했고, 150㎜ 간격으로
8d 나사못으로 OSB를 양쪽에 부착했다. SIP의 내벽쪽에는
전기 스위치와 콘센트용 개구부를 설치하였고, Figure 2
와 같다.

3. 시험결과 분석
3.1 면내전단시험 가력 및 시험결과
가력방법은 하중을 3단계로 구분하여 3.5kN, 7kN,
10.5 kN의 하중을 균일한 속도로 적용하였다. 시험속도는
평균변위속도 약 5×10-4 ㎜/s를 넘지 않도록 2분으로 설
정하였고, 각 단계별 하중유지시간은 5분으로 설정했다.
다음 재하단계시에는 하중을 제거한후, 다시 재하하는
방법으로 시험체 파괴가 발생하거나 시험체 총 변형이
100mm가 될 때까지 시험하였다. 시험결과, 시험체의 평균
최대하중은 44.33kN이며, 평균 최대변위 64.33㎜로 나타
났으며, 3개의 시험체의 최대하중에서 상부 구조용 목재
와 하중가력용 지그가 연결된 앵커볼트가 상부 구조용 목
재가 파괴되면서 이탈되었다. 패널과 패널의 이음부에서
는 파괴 또는 변형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하중-변위 곡선
은 Figure 3과 같다.

SP-1
SP-2
SP-3
평균

(×10

10.5 kN
전단

순변위

변형량

(㎜)

-4

δ1 δ2 δ3

(㎜)
δ1 δ2 δ3

전단
변형량
-4)

(×10

1.3 0.9

0

1.67

3.4 0.8

2.50

2.9 0.95 0.4

4.79

0.7

0

2.92

3.3 0.6 1.8

3.75

1.7 0.6 0.4

1.25

3.75

3.1 1.2 0.6

2.92

4.5 1.4 0.8

0

2.5 1.2 0.2

1

×10

순변위

2.78

3.06

6.25

4.10

3.2 축하중 가력 및 시험결과
축하중시험은 ASTM E72 에따라 수행되었으며, 가력방
법은 시험체가 파괴될 때 까지 0.8mm/min의 속도로 설정
하였다. 시험결과, 시험체 2세트에 대한 평균 최대하중은
137.63kN이며, 평균 최대변위 3.02㎜로 나타났으며, 시험
체 최대하중에서 전기콘센트 설치로 인한 패널 개구부에
서 OSB의 압축파괴가 발생하였다. 시험체 1세트는 가력부
의 편심하중으로 인해 최대하중에 도달하기전에 시험이
종료되었다.

Figure 4 하중-수평변위 그래프

4. 결론

Figure 3 전단시험 하중-변위 그래프
각 시험체별로 전단변형량(Φ)을 구하는 수식은 KS
F2273에서 요구하는 방식을 따라 산정했다. 각 하중단계
별 전단변형량은 각각 2.78×10-4,3.06×10-4, 4.1×10-4로
변형량이 증가하였지만, 기준 전단변형량 1.5×10-2를 만
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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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저에너지 주택의 공사비 저감형 모델중 하나
로 선택된 SIP에 대한 구조성능평가 시험을 수행하고 전
단내력과 축하중에 대한 시험평가결과, 시험허용기준을
만족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그 다음과 같다.
(1) 전단 시험체의 평균 최대하중은 44.33kN이며, 이때
평균 최대변위 64.33㎜로 나타났다. 10.5 kN에서 전단변
형량은 평균 4.1×10-4 으로 시험기준을 만족하였다.
(2) 축하중 시험체 평균 최대하중은 137.63kN이며, 평
균 최대변위 3.02㎜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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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용 단열패널의 횡하중 및 인방보 성능평가
Evaluation of Transverse Load and Lintel Load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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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is related to evaluate the performance of structural insulated panels. This panel are composed of exterior
structural member with insulated materials simultaneously. The test to evaluate the transverse capacity and lintel capacity
was performed according to ASTM E-72 and KS F2273. The test result shows the panels are applicable to the required
load sufficiently.

1. 서 론
구조겸용 단열패널(Structural Insulated Panels)은
조립식 목구조건축물에 사용되는 재료로서, 4~8"의 단열
재의 양면에 합성목판(Oriented Strand Boards, OSB) 혹
은 다른 재료를 압착하여 제조한 판재이다. SIP는 기존
재료보다 기밀, 방음 성능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강도하
중비가 커서 효율적인 구조 설계가 가능하다.
미국의 NAHB Research Center에서는 SIP의 성능평가
및 설계기준 개발에 대한 연구결과로서 SIP를 활용한
Prescriptive
Method
for
Structural
Insulated
Panels(SIPs) Used in Wall Systems in Residential
Construction (2007.3)를 발간하였다. 이 기술자료에서
4.5, 6.5" 두께의 SIP 벽체를 대상으로 전단 및 축 방향
에 대한 허용하중을 제시하고, 접합형태 별 상세를 별도
로 규정하고 있다. SIP의 구조성능에 대한 한계상태를 나
타내는 상기 지침서에 따르면 국내에서 적용되는 주택 설
계가 가능하지만 기타 벽두께를 포함하여 한국에서 제조
된 패널 또는 제작된 패널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 따라
서 향후 한국에서 적용될 SIP에 관한 기술기준제정에 필
요한 기초자료를 마련하자는 취지에서 단열성능, 내화성
능평가에 이어 아래와 같은 구조성능시험이 계획되었다.

2.2 시험체 형상 및 가력방법
2.2.1 횡방향 압축시험체
횡방향 압축시험체는 축방향 압축시험체와 동일한 크
기(1,200×1,200)이며, 양면에 합성목판(OSB,두께11㎜),
단열재(두께140㎜)로 구성,패널 총 두께는 162㎜, 3세트
가 Fig.1 과 같이 제작되었다

Fig 1. 횡방향 압축시험체

2. 시험 및 결과분석
2.1 시험기준
SIP 벽체에 대한 횡방향 압축시험, 인방보 시험을 위
해 검토된 국내, 외 시험규격은 ASTM E72 -10, ASTM
D4761-05, ASTM E1803-06과 KS F2273이었다. 또한 미국
합판 및 공학 목재협회(APA, The Engineered Wood
Association)의 선행 시험자료도 검토하였다.
ASTM E72 방법을 기본으로 추가적으로 필요한 시험방
법은 국내 KS F 2273를 참고하여 보완하였다.

Fig 2. 횡방향 압축시험방법
하중의 가력은 10kN, 15kN, 20 kN, 25 kN으로 4단계로
구분하여 Fig. 2와 같이 재하하였다. 시험속도는 시험 시
작부터 3.5 kN의 하중에 도달되는 시간을 평균변위속도
약 5×10-4 ㎜/s를 넘지 않도록 2분으로 설정하였다. 시험
은 10 kN의 하중을 시편에 적재한 후에 5분을 유지한 후
하중을 제거하고, 그 다음 하중인 15 kN, 20 kN, 25 kN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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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로 적용후, 최종적으로 패널의 파괴가 발생 할 때
까지 가력하였다.
2.2.2 인방보 시험체
인방보시험체는 Table 1과 같이 길이에 따라 4종 각 3
세트로 구성되었다. 하중의 가력은 하중을 4단계로 구분
하여 5kN, 10kN, 15 kN, 20 kN으로 적용하였다. 각 하중도
달시간은 2분, 각 하중유지시간은 5분으로 설정하였다.
각 단계별 재하시, 하중을 제거하고 요구되는 하중을 적
재하였고, 최종적으로 시험체 파괴가 발생 할 때까지 진
행하였다.
Table 1 시험체 일람
시험체명

SIP 구성

SIPS-L-06
OSB 11㎜ +
SIPS-L-12
단열재 140㎜ +
SIPS-L-18
OSB 11㎜
SIPS-L-24

크기

수량

(W×H×T)

(EA)

2,400×300×162
1,800×300×162
1,200×300×162
600×300×162

3
3
3
3

3. 시험결과 분석
3.1 횡방향 압축시험결과
시험체 평균 최대하중은 30.91kN이며, 평균 최대변위
17.6㎜로 나타났다. 시험하중인 25kN까지는 하중과 변위
관계가 Fig.3과 같이 탄성구간내에 존재하는 것으로 구조
적으로 안전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각 시험체는 최대하중
에서 단부의 전기콘센트를 위한 개구부에서 단열재의 전
단파괴가 발생하였다. 각 시험체의 하중-변위 곡선은 Fig
3과 같다.

목재에 균열이 발생하면서 파괴되었다. 2,400㎜ 시험체의
경우에는 전체길이의 1/3 가력지점에서 OSB가 전단파괴
되었다.
Table 2 시험결과
시험체명
SIPS
-L-06

SIPS
-L-12

SIPS
-L-18

SIPS
-L-24

1
2
3
평균
1
2
3
평균
1
2
3
평균
1
2
3
평균

최대하중(kN)
57
65
67
63
64
85
66
71.67
62
55
57
58
45
45
45
45

최대하중시변위(㎜)
2.6
2.0
3.0
2.53
4.0
5.0
5.0
4.67
9.0
8.0
10
9.0
13.0
9.0
9.0
10.33

Fig. 4 하중-변위 곡선

4. 결론
Fig 3 하중-변위 곡선
3.2 인방보 축방향 압축시험결과
인방보의 축방향 압축시험결과는 Table 2와 같다. 길
이 600㎜ 시험체의 평균 최대하중은 63.0 kN(평균 최대변
위 2.53㎜), 길이 1,200㎜ 시험체의 평균 최대하중은
71.67 kN(평균 최대변위 4.67㎜), 길이 1,800㎜ 시험체의
평균 최대하중은 58.0 kN(평균 최대변위 9.0㎜), 길이
2,400㎜ 시험체의 평균 최대하중은 45.0 kN(평균 최대변
위 10.33㎜)으로 시험체의 길이가 길어짐에 따라 평균 최
대하중은 줄어들고 최대변위는 커지는 경향을 나타냈다.
시험체의 파괴형태는 길이 600㎜ 시험체의 경우 패널하부
지점부에서 OSB가 파괴되었으며, 길이 1,200㎜ 시험체와
1,800㎜ 시험체의 경우는 최대하중에서 상, 하부 구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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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방향 압축시험결과, 시험체 평균 최대하중은
30.91kN이며, 이때의 평균 최대변위는 17.6㎜이었다. 요
구험하중인 25kN까지는 하중과 변위관계가 탄성범위내에
존재하였다. 길이에 따른 인방보 시험결과는 시험요구 최
대하중인 20kN까지는 구조적으로 안전하였다. SIP에 대한
구조성능평가 시험을 수행하고 횡방향 압축력 저항능력과
길이에 따른 인방보의 구조성능평가 결과는 시험허용재하
기준을 충분히 충족하고 있어서 벽체용 구조부재로 적용
하는데 만족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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