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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 내진복구용 GFRP 연성 내력패널 설계
Energy Dissipating GFRP Panel for Emergency Seismic Retrof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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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 연구는 최근 세계적으로 이상기후에 의하여 빈번히 발생하는 지진재해에 의한 주요시설물 피해저감 및 신속
복구에 대한 복합재료 적용에 관한 연구이다. 최근에 발생된 지진의 경우, 1차 지진에 의한 시설물 피해가 발생하
고 이후 강력한 규모의 2차, 3차 여진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외에서는 병원, 방송국
등과 같은 주요시설물의 초기 지진피해에 의한 피해와 손상을 신속히 응급복구하고 향후 2차 여진 및 관련 시설물
에 대한 항구적인 보강대책을 제공할 수 있는 내진안전성 개선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는 기존 건설
재료인 콘크리트와 강재의 경우 실제 지진재해 발생 시 기존시설물의 손상에 따른 응급복구용 재료로써 구조체 제
작 및 시공에 다소 애로사항이 많다는 점을 착안, 저 중량 고강도 및 시공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복합재료를 이용,
응급복구용 구조체로 제작하여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자유로운 전단 변형을 일으키는 에너지 소산층을 두어 에너지를 흡수하는 에너지 흡수형 GFRP
내력패널의 역학적 알고리즘을 제시하고 2차원 해석모델링은 통하여 그 가능성을 검증하였다.

1. 연성 내력패널
연성 내력패널은 점탄성 댐퍼, 점성유체 댐퍼, 마찰
댐퍼, 감쇠 및 강성 장치 등의 다양한 에너지 소산장치를
사용한 내력 패널이다. 에너지 소산장치 중 가장 대표적
인 점탄성 감쇠 방식은 진동제어를 위한 유연한 구조 표
면에 점탄성 물질의 얇은 층을 적용하여 내부의 점탄성
층이 인장 강성을 제약하여 층에 따라 차례로 적용되는
방식이다. 점탄성층은 전단 변형을 유도하여 구조물의 인
장강성의 제어로 감쇠효과를 가져온다. 내력패널에 이 에
너지 소산층을 두어 외부측면 하중에 대한 에너지를 흡수
하는 방식을 취한다.
Fig 1. Deformed Geometry of the Damping
Panel during inter-story Drift

2. 에너지 흡수형 GFRP 내력패널의 역학적 개념
에너지흡수형 FRP 내력패널에서는 에너지 소산능력을
극대화시키기위한 에너지 소산층이 필요하다. 평면상의
층산 상대 전단변형이 허용되며 특정한 층 요소들에 따라
미끄러지면서 Frame에 전달되는 하중을 흡수한다. Fig 1
은 에너지 흡수형 패널시스템의 거동 특성을 보여준다.
이 시스템은 내부의 에너지소산층(Interfae layer)에
서 전단변형을 우선적으로 허용하고 따라서 제한된 복합
재료 내력패널의 손상을 주는 에너지는 에너지소산층에
집중되어 내력패널의 내부에서 전체 구조물의 진동제어를
위한 에너지 흡수가 발생한다.

3. 에너지 흡수형 GFRP 내력패널의 설계
전단변형률을  , 내부층의 변형은 ∆ , 댐핑 패널의
에너지소산층의 두께는 t, 폭은 b, 높이는 h 일때, 외부
에너지는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 

이고 내부에너지는



         

여기서   ,  는 내부 에너지 소산층의 전단탄성계수
와 전단변형률을 나타낸다. V는 에너지 소산층의 체적이
다. 각각을 식에 대입하면
* 정회원․ 강릉원주대학교 공과대학 토목공학과 교수, E-mail: woojung@gwnu.ac.kr - 발표자
** 정회원․ 강릉원주대학교 공과대학 토목공학과 석사과정, E-mail: bbire07@naver.com
*** 정회원․ 강릉원주대학교 공과대학 토목공학과 석사과정, E-mail: kby3070@hanmail.net

1

흡수에 물성치 및 거동은 Table 1, Fig 4와 같다.

    
        ∆  이고




Table 1.
Japan)

에너지의 균형을 사용하면       를 평가 할
수 있다. 적용 하중이 하는 일과 에너지 소산층에서의 변
형에너지는 같으므로 에너지 소산층의 강성은 다음과 같
다

   
      


위의 식들을 바탕으로 하여 실험체의 단면 및 형상크
기를 결정한다.
에너지흡수형 FRP 내력패널을 이루는 단면은 Fig 2와
같다.

Visco-elastic

Material

Properties(3M

Maxwell Model Parameter

Value

Shear Modulus(G)
Relaxation
parameters(g1,g2,g3)
Relaxation
Time(t1,t2,t3)
Mass Density(kg/mm3)
Thermal Expansion(/°C)
Thermal Conductivity
(J/in sec °C)
Specific Heat(J/kg °C

14.3312Mpa

Corp.

0.04128,0.0624,0.9
4.3512,0.188,0.0128
9.72E-04
7.0E-05
1.5947E-04
1873.8977

Fig 2. Configuration of GFRP Damping infill Panel

Fig 4. Visco-elastic Material (f = 3.0Hz)
(3M Corp. Japan)
일반적으로 3M사의 점탄성 재료는 frequency가 증가함
에 따라 에너지흡수량은 증가하는 재료이며 Fig 4는
f=3.0Hz에서의 결과를 보여준다.
4.2 에너지 흡수형 FRP 내력패널의 FE모델링

Fig 3. Geometry of GFRP Damping
Infill Panel

4. 에너지 흡수형 GFRP 내력패널의 해석적 거동
제시된 역학적 알고리즘을 바탕으로 에너지 흡수형
GFRP 내력패널 크기 및 형상을 제시하엿으며, 제시된 메
커니즘의 구조적거동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비선형 유한요소 해석을 ABAQUS를 이용하여 수행하였다.
Fig 5. Simplified Steel Frame Model for
Semi-rigid Angle Connections

4.1 에너지 소산층 재료 모델링
해석에서 사용된 에너지 소산층 재료는 일본 3M사의
Visco-elastic 재료를 사용하였으며 재료에 대한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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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Energy Absorption - 0.1Hz
Fig 6. Steel frame with GFRP Damping Infill
Panel

5. 에너지 흡수형 FRP 내력패널의 해석적 성능평
가
에너지 흡수형 FRP 내력패널의 해석결과 에너지 소산
층의 전단변형은 횡적하중에 의한 프레임구조물 수평이동
시 자유롭게 일어났으며 그 형상은 Fig 7,8과 같다.
Fig 10. Energy Absorption - 1.0Hz

Fig 7. Shear Deformation in Analysis

Fig 11. Energy Absorption - 3.0Hz

4. 결

론

에너지 흡수형 FRP 내력패널의 해석결과 에너지 흡수
량은 에너지 소산층의 재료인 3M Visco-elastic 재료의
전단변형 및 점탄성재료의 거동으로 인하여 주파수가 늘
어남에 따라 에너지 흡수량이 증가함을 확인 할 수 있었
다.
향후 에너지흡수형 FRP내력패널의 제작 및 실험을 통
하여 실제 프레임구조물에서 댐핑패널의 거동과 진동제어
효과를 해석과 비교하여 그 성능을 평가할 계획이다.

Fig 8. Deformed Shape of Infill Panel
System Analysis
에너지 흡수형 FRP 내력패널의 해석결과, Cyclic 하중
에 의한 구조물의 에너지 흡수량은 다음 Fig 9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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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 내진복구용 GFRP-파형강판 합성형 내력패널 설계
Design of GFRP-Corrugated Steel Plate Infill
for Emergency Seismic Retrof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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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본 연구는 최근 세계적으로 이상기후에 의하여 빈번히 발생하는 지진재해에 의한 주요시설물 피해저감 및 신속
복구에 대한 복합재료 적용에 관한 연구이다. 최근에 발생된 지진의 경우, 1차 지진에 의한 시설물 피해가 발생하
고 이후 강력한 규모의 2차, 3차 여진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외에서는 병원, 방송국
등과 같은 주요시설물의 초기 지진피해에 의한 피해와 손상을 신속히 응급복구하고 향후 2차 여진 및 관련 시설물
에 대한 항구적인 보강대책을 제공할 수 있는 내진안전성 개선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는 기존 건설
재료인 콘크리트와 강재의 경우 실제 지진재해 발생 시 기존시설물의 손상에 따른 응급복구용 재료로써 구조체 제
작 및 시공에 다소 애로사항이 많다는 점을 착안, 저 중량 고강도 및 시공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복합재료를 이용,
응급복구용 구조체로 제작하여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긴급복구용 GFRP-파형강판 합성형 내력패널의 경우, 기존 콘크리트 또는 강 프레임 구조물
내 지진에 의한 벽체손상 피해 시 이들 손상된 벽체(조적조 또는 콘크리트 벽체)를 제거한 후 사전 제작된 GFRP파형강판 합성형 내력벽체를 적용, 대체 횡적 보강구조체로 신속 시공함으로써 향후 피해저감 및 응급복구용으로
그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예방하는 내진공법을 개발하고자 한다. 연구에서 제안된 GFRP-파형강판 합성형 내력패널
의 경우, 상용 유한요소해석프로그램인 ABAQUS를 활용하여 3차원 해석모델링을 통하여 설계하며, 내력패널 내 구
성요소의 경우 좌굴거동에 의한 파괴패턴을 기준으로 형상 및 재원을 결정하였다.
로 나눠진다. 본 GFRP 샌드위치 패널은 적은 비용으로 높
은 성능을 제공하기 위하여 그림 1과 같이 FRP Laminate
를 Skin plate로 설계, 제작하여 전체 구조물의 축 강성
에 저항하며, 전단보강 및 간격재인 Core부분은 간편 제
작을 위하여 성형이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스티로폼으로
제작된다.

1. 연구 목표
내력패널은 프레임 구조물이 지진 및 진동에 대하여
측면 하중을 받을 때 저항 할 수 있도록 하는 보강 구조
물이다. 일반적으로 내력패널은 구조물 내 중량과 소음,
진동을 감소시키며 전체 구조물의 구조적 강성을 증가시
켜 외부 하중에 대한 프레임 구조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
이다. 본 연구는 이들 내력패널 개념에 저 중량 고강도
복합재료를 활용한 Sandwich GFRP Panel(Jung, 2003) 선
행연구와 프레임구조의 측면하중에 대하여 저항성이 큰
light gauged Steel Shear를 활용한 내력패널 연구
(Berman et al, 2005)를 분석, 각각의 장점만을 고려하여
새로운 형태의 내력패널을 설계, 그 성능을 평가하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최종 목적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는 이들 선행연구들에 대한 설계개념과 각각의 구조성능
에 대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2. GFRP Sandwich Infill Panel(Jung, 2003)
2.1 개요

Fig 1. Geometrical Configuration of the Sandwich
FRP Panel(Jung, 2003)

샌드위치 FRP 패널은 중량과 소음, 진동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형상을 샌드위치의 모양을 갖는 패널형식이다. 측
면 하중에 의한 휨 강성을 저항하는 외부 Skin Plate부분
과 외부의 두 개의 Skin Plate의 간격을 두는 Core부분으

* 정회원․ 강릉원주대학교 공과대학 토목공학과 교수, E-mail: woojung@gwnu.ac.kr - 발표자
** 정회원․ 강릉원주대학교 공과대학 토목공학과 석사과정, E-mail: bbire07@naver.com
*** 정회원․ 강릉원주대학교 공과대학 토목공학과 석사과정, E-mail: kby307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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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GFRP 내력패널의 설계

2.3 GFRP Sandwich 내력패널 적용 문제점

GFRP 샌드위치 내력패널 설계의 경우, 상용구조해석프
로그램인 Abaqus를 이용, 3차원 유한요소해석을 통하여
수행된다. 본 설계에서의 설계변수는 내력패널에서 일반
적으로 발생되는 Compression Strut에 의한 샌드위치 패
널의 좌굴거동이며 이들 파과인자에 대한 다양한 각도의
Fiber orientation이 설계된다. Fig 2는 3차원 유한요소
해석에 의하여 나타난 GFRP 샌드위치 패널의 좌굴거동 모
습을 나타낸다.

설계된 GFRP Sandwich 내력패널은 패널이 가지고 있는
강성만으로 진동 및 측면하중에 저항함으로 패널이 저항
할 수 있는 최대하중 이전에 불규칙한 좌굴이 발생하거나
혹은 항복하중을 초과 시 취성파괴가 발생할 수 있는 문
제가 있다. 따라서 이들 조기파괴를 방지하기 위하여 패
널의 강성을 증가할 경우 프레임 구조물 접합부에서의 급
격한 파괴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들 패
널구조에 대한 연성파괴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
다.

3. Corrugated light-gauge Steel Plate Shear
Walls (Berman et al, 2005)
3.1 Corrugated Steel Plate Shear Walls
파형의 강재플레이트 전단벽체는 프레임 구조에 가해
지는 측면하중에 의하여 내력벽체에 발생하는 응력을 이
들 파형 강재판으로 저항하는 구조의 내력벽체이다. 일반
적으로 프레임 구조물에 적용되는 내력벽체는 좌굴하중에
의하여 지배되는데, 이 좌굴하중에 견디기 위하여 Berman
et al(2005)는 파형상의 강재플레이트 판에 Fig 4와 5의
형상으로 설계, 압축응력에 대하여 저항 할 수 있도록 제
작하였다.

Fig 2. Buckling Mode of Skin Plate
그림 3은 프레임 구조물 내 횡 하중 작용 시 나타난
GFRP 내력패널의 거동을 토대로 Skin Plate에서 나타난
압축장 거동을 설계를 위한 단순화 모델링으로 표현하였
다.

Fig 4. Corrugated Shape of the Steel Infill

Fig 3. Simplified Strut Model of the Sandwich FRP
Panel
그림 3에서 보여지는 내력패널의 압축장 이론의 경우,
GFRP 샌드위치 패널이 실제 현장적용 시 내부 보강측면에
서 압축응력을 받는 부분만이 보강에 기인한 것으로 간주
하는데 이를 이용하여 Euler의 좌굴 방정식에 적용하여
보강되는 Skin Plate의 단면 두께와 fiber orientation을
결정하여 설계한다.

Fig 5. Configuration of the Corrugated Steel
Plate Shear W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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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Corrugated Steel Plate Shear Wall 문제점
파형 Steel Plate Shear Wall은 파형 형상설계를 통하
여 프레임 구조물 내 발생되는 횡적하중에 대한 저항성을
충분히 가지고 있지만 얇은 강재플레이트의 작은 강성으
로 인하여 내력패널의 변형이 쉽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또한 재료적 연성으로 인하여 소성힌지 발생에 따
른 영구변형으로 인하여 재설치가 반복적으로 필요하다.
본 기술의 경우 보다 보강된 강성을 보유하는 것이 필요
하다.

4. 합성형 GFRP-파형강판 내력패널
Fig 7. Configuration of GFRP-Corrugated Steel Plate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된 GFRP Sandwich 내력패널
이 보유한 강성과 Corrugated Steel Plate Shear Wall이
보유한 연성을 결합하여 적절한 강성과 연성이 제공되는
합성형 내력패널을 설계, 연구하고자 한다.
4.1 GFRP-Corrugatd Steel Plate Infill Wall
연성재료인 파형강판을 이용하여 내력패널 구조의 코
어재료로 적용하고 외부 skin plate 재료로 GFRP
Laminate를 진공, 압착하여 새로운 합성형 내력패널 시스
템을 제작하고자 한다. 이들 내력패널은 기존의 패널에
비하여 강성 및 연성을 보유하도록 하는 것이 설계의 주
요 목표이며 전체적인 역학적 개념은 Sandwich Plate의
개념과 동일하다. 최종적인 설계형상은 Fig 6과 같다.

Fig 8. Strut Angle
본 합성형 내력패널의 설계에서는 내부 파형강판의 최
적 절곡 각 및 내력패널 보강 시 발생되는 프레임 구조물
내 설치 각(Fig 9) 등이 매우 중요한 설계변수로 작용한
다. 본 패널제작의 경우, 파형강판을 설계된 절곡 각에
맞추어 사전제작하고 이후 Glass fiber를 파형강관에 도
포한 후 Skin Plate를 압착가공 및 부착하여 일체형
GFRP-파형강판 합성 내력패널을 제작한다.
4.2 향후 연구추진 방향
합성형 GFRP-Corrugated Steel Plate Infill Wall의 설
계에 있어 주요 변수인 파형강판과 FRP의 최적 절곡 각
및 FRP Laminate의 적층 형태에 대한 연구를 토대로 향후
합성형 내력패널의 콘크리트 및 강 프레임 구조물에 대한
현장적용 및 구조적 성능평가를 수행할 계획이다.

감사의 글
이 논문은 2012년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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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Combine Sandwich Steel Plate Wa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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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보강 철근콘크리트 구조체의 실험적 거동 분석
Experimental Structural Analysis of Glass-Fiber Reinforced Concrete
김 영 진*
Kim Young-Jin
ABSTRACT
Flexural behavior and shear strength due to the shear behavior of parts being used steel reinforcement details, and due to
the excessive aspects of brittle fracture has occurred. Therefore in this experiment by using a Glass Fiber Grid and
consulting for the reduction of reinforcement, did not use a glass fiber in the case of four fiber according to the
number of ply through the report that the future behavior of flexural-shear behavior to respond to the placement of steel
reinforcement interval and take the appropriate amount of the reduction reinforcement plots will be reviewed.
요
지
휨 거동 및 전단부의 전단거동으로 인한 철근상세 및 사용되어지는 철근의 과다로 인하여 취성파괴의 양상이 발생
하고 있다. 이에 본 실험에서는 유리섬유망을 이용하여 철근과의 휨 및 변위 거동을 통하여 무보강철근과 유리섬유
망의 ply 수에 따른 휨거동 실험을 통하여 균열을 살펴보고서 향후 휨 거동에 적정한 유리섬유망의 철근의 배치겹
수에 대한 사용량을 검토하고자 한다.
Key Words: expansion joint, fiber net, crack

1.

축강도시험을 통하여 나온 28일 강도는 47MPa로 나타났
다. 공기량은 4.5±1.5%, 슬럼프 플로우는 600±100mm 였
다

서 론

철근콘크리트 구조체는 콘크리트에 철근을 사용함으로
써 콘크리트의 압축성능과 철근의 인장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복합구조체로 구성되어진다. 하지만 철근배근의
간격 및 철근의 불연속면을 채워줄 수 있는 대안으로는
유리섬유재질을 격자 형태로된 망을 구성하고 이를 통한
철근의 휨성능에 대한 집중성능을 등분포 하중에 대한 효
과 분석 및 균열저감효과를 유도하고자 한다. 섬유보강
망에 대한 콘크리트의 강도를 높이고 철근과의 부착성능
이 우수하여 철근콘크리트에 가해지는 응력을 균일하게
분산할 수 있는 성능을 통하여 균열을 저감할 수 있는 구
조체라고 볼 수 있다.

2.

2.2 하중-변위 관계

섬유보강 철근콘크리트 구조체의 거동
Fig. 1

2.1 섬유보강 철근콘크리트

하중-변위 관계

그림 1에서와 같이 자중과 집중하중을 고려하여 본 시
험체의 시험값과 하중과 변위관계의 해석을 통한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서 비교분석을 수행하였다.
그림 2와 그림 3에서와 같이 0 - ply에서의 철근의 항
복하중은 4.74ton이었으며 이때의 변위는 2.41mm로 나타
났다. 그림 4와 그림 5에서와 같이 5-ply일 경우에는
4.76톤의 하중을 받을 경우에는 처짐이 다소큰 3.10mm로
나타났으나 내하력 증가로 인하여 5.90톤의 하중에서는
4.38mm의 변위를 나타냈다. 하지만 그림 6과 그림 7에서
와 같이 10-ply에서는 4.75톤의 하중재하시 2.55mm로 변
위는 다소 작았으며, 파괴하중시에는 5.51톤에서 3.13mm

철근콘크리트의 강도를 높이기 위해 개발한 내알칼리
성 유리 섬유 망은 콘크리트와의 부착성능이 우수하고 무
보강 철근에 비하여 콘크리트의 균열을 효과적으로 억제
해 내구성을 높인 구조물이 될 수 되도록 하는 새로운 시
도다. 균열이 발생하기 쉬운 휨지배 단면과 전단지배 단
면에 유리 섬유 망을 시공하는 것으로 인하여 철근콘크리
트의 내구성을 상향시킬 수 있으며, 콘크리트 구조물에
가해지는 응력의 분상을 통하여 균열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다. 본 시험체의 설계규격은 25-36-600로서 일축압

* 정회원․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 E-mail: yjkim016@lh.or.kr - 발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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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나타났다. 적당한 적층수는 5-ply로 나타났으며 많은
수의 겹수(ply)가 능사는 아님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무보강 철근보다는 5-ply에서 하중의 증가는
1.25배, 변위는 약 1.82배의 증가를 나타내고 있다.
10-ply에서는 1.16배의 하중증가 및 1.3배의 변위 증가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하여 비록 얇은
가닥수의 망(grid)이지만 효율적인 겹수에 따라서는 철근
의 하중 및 변위량 증가에 일조할 것으로 판단된다.

에서의 전체 수치적 변위량

Fig. 5 5-ply

Fig. 2 0-ply

파괴 형상
Fig. 6 10-ply

항복하중은 2.41mm에서 발생하였으나 최대 변위는
4.8mm 까지로 나타났으며, 더 이상의 하중재하는 어려
운 상태였음.

파괴 형상

항복하중은 5.51톤에서 3.13mm까지 변위가 발생하였
으나 최대변위는 5.2mm까지로 나타났을 알 수 있었다.

에서의 전체 수치적 변위량

에서의 전체 수치적 변위량

Fig. 3 0-ply

Fig. 7 10-ply

자중과 하중을 고려한 해석은 위 그림 3과 같이 나
타났다.

3. 결 론
본 시험을 통하여 무보강 철근에 비하여 5-ply에서의
휨성능 및 변위와 균열에 탁월한 효과가 있었음을 알수
있었다. 무보강 철근보다는 5-p;y에서의 하중증가는 1.25
배, 변위는 1.82배 정도의 상향되는 효과를 보았으나
10-ply에서는 1.16배의 하중증가 및 1.3배의 변위 증가효
과를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적절한 섬유의 겹수
에 따라서는 철근콘크리트 구조체의 항복강도 및 내구성
증진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Fig. 4 5-ply

파괴 형상

감사의 글

항복하중은 5.9톤에서 4.38mm까지 변위가 발생하였으
나 최대변위는 6mm 까지로 나타났음.

본 연구는 LH공사 지원으로 수행되었으며 이에 감사드
립니다.

참고 문헌
1. LH공사(2010) 토목공사 설계지침 및 적산지침
2. 김영진, "PE도막철근의 휨거동에 관한 실험적 연구”,
한국방재학회 논문집 제3권 3호, 2003, pp. 143-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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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식 수상 태양광발전 구조물의 재료에 따른 경제성 분석
Commercial Viability Evaluation of Tracking-type Floating PV Generation
Structure with Different Materials
최 진 우* · 서 수 홍**· 남 정 훈*** · 이 세 현**** · 윤 순 종*****
Choi, Jin-Woo · Seo, Soo-Hong · Nam, Jeong-Hun · Lee, Se-Hyeon · Yoon, Soon-Jong
ABSTRACT
In this study, we conduct the economical analysis about the floating tracking PV generation structure manufactured by
steel, aluminum, and GFRP (glass fiber reinforced polymeric plastic) structural member. The structural safety of floating
PV generation structure has been proved through numerous previous researches. Moreover, the generating efficiency of
tracking PV generation system can be more larger than immobile system. In this study, structural analysis using the FEM
method has been performed to establish the safety of the floating tracking PV generation structure and commercial
viability evaluation has been performed through the cost of materials.
MIDAS Civil 2006(2006)을 사용하여 수행하였다. 유한요
소해석모델은 3D-frame 요소를 사용하여 Fig. 1에 나타내
었으며, 해석에 적용한 재료의 역학적 성질과 허용응력은
각각 Table 1, 2에 정리하였다.

1. 서 론
전 세계적으로 고갈되고 있고 환경문제를 유발하는 화석
연료의 의존도를 줄이고 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신재
생에너지 개발에 대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최근 후쿠
시마 원전사고 이후 태양광 및 풍력 발전의 지원을 위한
신재생에너지법을 제정한 일본이 대표적인 예이다(최 등,
2012).
최근 국내에서는 연구된 FRP (Fiber reinforced
polymer plastic)을 이용한 부유식 태양광발전 구조물은
해상, 강, 댐 등의 유휴수면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
고, 토지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토공사로 인한 산림훼
손 및 토지매입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등 많은 장점을 가
지고 있다(윤, 2011; 최 등, 2012). 또한, 최근에는 시간
에 따른 태양광의 이동경로를 고려하여 발전효율을 향상
시킬 수 있는 추적식 수상 태양광발전 구조물에 대한 연
구가 진행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추적식 수상 태양광발전 구조물을 구성
하는 재료에 따른 경제성을 분석하였다. 추적식 수상 태
양광발전 구조물을 제작할 수 있는 재료는 강재, 알루미
늄, GFRP (glass fiber reinforced polymer plastic) 등
이 있다. 강재는 전통적으로 설계방법, 시공법 및 재료성
능 등이 검증되었으며, GFRP와 알루미늄은 가볍고 내부식
성이 강재에 비해 뛰어나기 때문에 수상구조물에 적용할
때 내구성 측면에서 장점이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특정 구조형식에 강재, 알루미늄, FRP의 역학적 성질을
적용하여 유한요소해석을 이용한 설계를 실시한 후, 재료
비를 근거로 하여 경제성 분석을 실시하였다.

유한요소해석 모델
Table 1. 재료의 역학적 성질(한국강구조학회, 2007;
Aluminum Association, 2010)
Fig. 1

항복강도
( )
강재
SS400
280
알루미늄 6063-T6
170
FRP
PFRP 403(파괴)
재 료

7.84
2.70
1.86

2007; Aluminum
Associati2.on,허용응력(한국강구조학회,
2010)
인장
( )
강재
SS400 140.00
알루미늄 6063-T6 103.03
FRP
GFRP
231.76
재 료

압축
( )
140.00
103.03
154.50

전단
( )
80.00
61.82
26.37

휨
( )
140.00
103.03
185.40

Table 1, 2에서 강재와 알루미늄은 각각 문헌 및 설
계기준에 제시되어 있는 역학적 성질을 적용하였으며(한
국강구조학회, 2007; Aluminum Association, 2010), FRP
는 인장강도실험을 통해 역학적 성질을 조사하였다.

추적식 수상 태양광발전 구조물에 대한 유한요소해석은
정회원․
정회원․
정회원․
비회원․
정회원․

비중

Table

2. 유한요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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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성계수
( )
200.0
69.6
33.3

홍익대학교 토목공학과 박사과정, E-mail: jinu385@hanmail.net - 발표자
(주)신화E&E 연구원, 공학석사, E-mail: sshplus98@hanmail.net
(주)신화E&E 연구소장, 공학박사, E-mail: cheethar@hanmail.net
K-water 녹색기술연구소 소장, 공학석사, E-mail: sehyeon@kwater.or.kr
홍익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 공학박사, E-mail: sjyoon@hongik.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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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조건은 부력체 위치에 구조물 전체 자중과 부력체
의 크기 및 개수를 고려하여 탄성지점으로 가정하였으며,
구조물의 연결구간은 모멘트 전달을 방지하기 위한 연결
철물의 특성을 반영하여 힌지로 가정하였다.
해석결과는 Table 3에 나타낸 것과 같다. Table 3에서
강재는 H-125×125×7×9, FRP는 H-100×100×10×10, 알
루미늄은 H-130×120×10×10의 단면을 사용한 것이며,
발생한 휨응력이 허용응력의 약 80~90%가 되도록 설계한
결과이다.
Table 3.

최대응력

인장
( )
강재
30.02
알루미늄 15.43
FRP
10.60
재 료

압축
( )
28.94
15.24
10.15

전단
( )
30.38
13.20
11.97

휨
( )
116.24
89.04
139.02

Table 5.

자중(모듈제외)
( )
강재
229.0
알루미늄
93.6
FRP
46.9
시편종류

Table 6.

강재
알루미늄
FRP

비고

Table 7.

OK
OK
OK

Table 4.

  
  
     

 



부력체 설계결과

시편종류
강재
알루미늄
FRP

자중
( )
256.96
124.26
78.50

길이
( )
2,300

개수
(EA)
235
115
72

재료단가
(원/  )
180
600
480

강재
알루미늄
FRP

총재료비
(천원)
41,220
56,160
22,512

부력체 단가 부력체 개수 부력체 가격
(천원)
(EA)
(천원)
235
73,790
314
115
36,110
72
22,608

전체 재료비

시편종류

부력체는 직경 590  , 길이 2,300  의 원통형 PE 부력
체를 동일하게 적용할 경우 개수를 변수로 설계하였다.
부력체의 흘수는 부력체 직경의 30%가 되도록 하였으며,
식 (1)을 이용한 수치해석을 통해 결정하였다. 부력체 설
계결과는 Table 4에 나타내었다.


부력체 가격

시편종류

3. 부력체 설계

  

구조물 자재 원가

부재 재료비 부력체 가격
(천원)
(천원)
41,220
73,790
56,160
36,110
22,512
22,608

총 재료비
(천원)
115,010
92,270
45,120

5. 결 론
이 연구에서는 구조설계를 통해 결정한 강재, 알루미늄,
FRP로 제작한 추적식 수상 태양광발전 구조물에 대한 재
료비를 비교하여 경제성 분석을 실시하였다.
각 재료의 시공성은 직접 시공을 실시하기 전에는 수
치적인 비교가 불가능하다. 그러나 강재는 재료비 외에도
부재의 무게가 매우 무겁기 때문에 현장에서 중장비의 사
용이 많고, 시공시간 또한 증가하기 때문에 추적식 수상
태양광발전 구조물을 제작하기 위한 재료로는 가장 비효
율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FRP는 알루미늄에 비해 약
50%의 재료비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가장
경제적인 구조물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FRP를 적용하는 것
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1)

총 부피
( )
147,771
72,314
45,274

감사의 글

4. 경제성 분석
경제성 분석은 구조해석 결과 구조물을 구성하는 재료와
부력체 가격을 기준으로 1개의 추적식 수상 태양광발전 구
조물을 제작하기 위한 각 재료의 경제성을 분석하였다. 경
제성 분석과정에서 태양광모듈, 연결 철물 등은 공통으로
요구되기 때문에 분석 내용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중장비
의 사용이나 작업의 용이성 등에 대한 분석도 제외하였다.
경제성 분석결과 재료의 무게당 단가는 알루미늄,
FRP, 강재 순서로 크지만, 각 재료의 비중의 비에 따라
구조부재의 자재비는 알루미늄, 강재, FRP의 순서로 크게
나타났다. 또한, 부력체의 가격은 Table 4에 나타난 개수
에 따라 강재, 알루미늄, FRP 순으로 크게 나타났다. 따
라서 전체 재료비는 FRP, 알루미늄, 강재 순으로 경제성
을 확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조물의 재료비, 부력체
원가, 전체 재료비는 각각 Table 5~7에 나타내었다.
FRP를 기준으로 할 때 강재는 2.55배, 알루미늄은 2.04
배 비싼 것으로 계산되었다. 이 검토에서는 재료비에 따른
가격비교만을 수행한 것으로 중장비 사용 문제나 작업의
용이성등을 고려하면 가격차는 더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 논문은 한국건설교통기술평가원의 건설기술혁신사
업(No. 11CCTI-C060796-01-000000)의 지원으로 이루어졌
으며, 연구비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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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복원 좌굴방지 가새 프레임 구조물의 거동
Behavior of Recentering Buckling-Restrained Braced Frame Structures
김 재 완*·허 종 완**
Kim, Jae-Wan · Hu, Jong-Wan
ABSTRACT
This study is on the seismic response of new buckling-restrained braced frames(BRBFs) with superelastic SMA bracing
system. The superelastic SMA materials can return to undeformed shape without additional heat treatments only after
removal of applied loads. 6-story braced frame buildings were designed in accordance with the current design
specifications in order to verify the performance of such bracing systems. Based on the anlysis results, Superelastic SMA
bracing systems were also compared to those with conventional steel bracing system. And at last, analysis results show
that the superelastic SMA bracing systems are very effective to reduce the residual inter-story drifts.
Key Words : Superelastic behavior, Shape memory alloys (SMAs), Buckling-restrained bracing, Moment frames, Residual inter-story drifts

1.

제시된다.

서 론

Table 1. Basic information for frame design
Located
Loads
Loads
Site
SDC
Area
(Other)
(Roof)
Condition
DL: 4.12kPa DL: 4.50kPa D
Stiff Soil
LA Area
LL :2.39kPa LL: 0.96kPa Class (Class D)

좌굴방지 가새프레임은 (Buckling-restrained braced
frame, 이하 BRBF) 인장과 압축에서 동시에 항복하는 가
새 시스템의 특성을 보유한 새로운 프레임 시스템이다
(Black, 2002; Wada, 1992). 기존에 주로 사용된 중심가
새 시스템을 (Concentrically braced frame, 이하 CBF)
대신하여 압축 하중에서 좌굴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좌굴방지 가새프레임 시스템은 강한 지진하중이 발생하더
라도 구조물 거동에 안정된 에너지 소산 효과를 발휘하는
데 큰 역할을 한다(Kim, 2009).
가새 부재에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영구변형은 전체 구
조물에 잔류 층간 변위를 발생시키고 이러한 경우에 구조
물을 원상태로 복구하는데 추가적인 비용이 요구된다. 따
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진에 의해 발생되는 가새 부재에
영구변형을 감소시키고 복구 비용을 절감하고자 복원 성
능을 가진 소재를 좌굴방지 가새 시스템에 적용하고자 한
다. 이러한 소재로 별도의 열처리 없이도 상온에서 하중
을 제하 후에 원형으로 자동복원이 가능한 초탄성 형상기
억합금(Shape memory alloy, 이하 SMA)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복원성과 에너지 소산 능력을 향상시키
기 위해 초탄성 형상기억합금을 활용한 새로운 능동제어
시스템을 개발하고 비선형 유한요소 해석을 통해 새로운
구조 시스템에 대한 성능검증에 초점을 두었다.

2.

Occupancy
Category
Ordinary
Structures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가새 형태들 중에서 이들의 각
각의 정면도는 가새와 다른 프레임 부재들 사이를 연결하
는 거셋 플레이트 접합부 상세를 포함하여 Fig. 1과 같이
보여준다.

Fig. 1 Elevation view of braced frames and their
connection details

구조물 설계

3.

본 연구에서 제시된 프레임 빌딩은 ASCE 7-05 코드 규
정을 따라 일반적인 오피스 건물로 간주하여 설계하였다
(ASCE, 2005). 내진설계 범주는 ASCE 코드에서 규정한 강
진지역으로 설정하였고 다른 기본적인 설계조건은 표 1에

해석모델

총 6개의 프레임 모델을 제작하여 오픈 비선형 지진
유한요소 해석프로그램인 OpenSEES를 사용하여 비선형 해
석을 수행하였다(Mazzoni, 2006). Fig. 2는 재료들의 수
치해석적으로 재현된 거동곡선을 보여준다.

* 정회원․ 인천대학교 도시환경공학부 석사과정, E-mail: jjang123654@nate.com
** 정회원․ 인천대학교 도시환경공학부 조교수․ 공학박사․ 기술사, E-mail: jongp24@incheon.ac.kr - 발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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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좌굴방지 가새 프레임 모델들은 초탄성 형상기억합
금 소재를 사용함으로써 유연한 초기 강성, 항복 이후의
강도 성능 향상, 잔류 변형의 감소 등과 같은 물리적인
거동 측면에서 많은 효과가 있었다.
2) 초탄성 형상기억합금은 가새 부재 내에서 전체 구
조물의 우수한 복원 성능과 에너지 소산 능력을 제공한
다. 이러한 소재는 지진발생 후에 상당량의 층간 잔류 변
위를 감소하는데 큰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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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비선형 정적해석
4.1 해석과정
ASCE 7-05 코드(ASCE, 2005)에 명시되어 있는대로 총12
번의 비선형 푸쉬오버 해석을 실시하기 위하여 사하중,
활하중, 지진하중으로 구성되어 있는 조합하중을 사용하
였으며, 각각의 하중 단계에서 정적 혹은 반복적인 푸쉬
오버 해석은 변위 제어 알고리즘을 가지고 실시하였다.
4.2 해석결과
Fig. 3은 비선형 푸쉬오버 해석 이후 프레임 모델에
가해진 단순 혹은 반복적인 측면 전단하중에 대한 전체
높이로 나눈 옥상 층의 처짐 비율 곡선을 보여준다. 초탄
성 형상기억합금은 가새 시스템을 가진 모델이 항복 이후
의 우수한 전단강도 성능 특성을 보여준다. 더욱이 프레
임 모델은 형상기억합금의 복원능력 때문에 많은 양의 변
위를 회복하였다. 특히 하중의 반복주기가 커질수록 가해
진 변위량에 잔류 층간변위를 제외한 회복 가능한 변위량
이 더욱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Fig. 3 Results of nonlinear pushover analyses

5. 결론
본 연구는 비선형 해석을 통한 강재와 초탄성 형상기
억합금 가새 시스템을 가진 중간 높이의 프레임 구조물에
대한 지진 성능을 분석하는데 초점을 두었다. 해석 결과
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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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저기지 건설 핵심기술 분석
Technology Survey for Seabed Base Construction
한택희* ・ 이진학** ・ 한상훈*** ・ 원덕희**** ・ 박우선*****
Han, Taek Hee · Yi, Jin-Hak · Han, Sang-Hun · Won, Deokhee · Park, Woo-Sun
ABSTRACT
By the exhaustion of natural resources and the aggravation of the food situation, many countries are going ahead with
development of the ocean space and ocean resources. To expand the border of human life, it is necessary to develop the
underwater space. To perform these objectives, it is required to construct and secure a seabed base. The construction of a
seabed base will also be the motive power for economy growth in the future. The key technologies to construct a seabed
base under high pressure and low temperature conditions are the extreme engineering technologies and they are some
parts of space engineering. They are also key technologies to survive when a worldwide-huge disaster attacks the earth.
In this study, the necessary technologies for the construction of seabed base were surveyed. And the surveyed
technologies were categorized by phase 1 and phase 2, which were defined by construction depth and size, and possible
time. The surveyed results showed that it is necessary to construct a seabed base and develop a new constructional
material and energy supplying method.

1.

발전과 각 기술의 종합적인 융합이 이루어져야만 해저기
지의 건설이 가능할 것이다. 또한, 관련 극한 기술의 발
전은 각 분야의 최첨단 기술이 될 것이며, 우주공간 및
타 분야에도 적용이 가능하여, 최신 기술을 선점할 수 있
는 기회가 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해저기지 건
설을 위한 필요 요소기술을 공학적 측면에서 분석하고 개
발 필요 기술을 도출하였으며, 미래 해저기지 건설 단계
에 따른 단계별 기술 목표를 설정하고, 단계별 필요 기술
을 도출하고자 한다. 또한, 해저기지 건설 후, 운용을 위
한 필요 기술 도출 및 목표 수심, 목표 규모에 따른 운영
방법에 대하여 조사․분석하였다.

서 론

심해저는 망간단괴, 메탄 하이드레이트 등 각종 자원
이 부존된 자원의 보고이며, 우리나라가 남서태평양의 피
지공화국에서 확보한 75,000㎢의 독점개발광구의 경제적
가치는 약 1,500억 달러로 추정되며, 상용화시 연간 300
만 톤의 망간단괴 채광으로 전략금속자원의 국내수요 약
30%(연간 15억 달러)를 충족할 것으로 예측되며, 해양 생
태계의 잠재가치는 연간 총 22조 5,970달러로, 지상 생태
계의 잠재가치(11조 달러)를 추월하고 있다(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 2010).
21세기 들어 해양자원 탐사 기술 개선 및 주요 해양국
간의 해양자원 확보 경쟁 심화로 근해 지역에서 심해지역
으로 각국의 탐사가 확대되고 있으며, 탐사 및 시추 기술
의 발전으로 최근 3,000미터 이하 심해저 탐사가 증가하
고 있다. 현재까지 심해저자원의 탐사․개발을 위하여 심
해저 잠수정을 이용하고 있으나, 향후 안정적인 자원의
개발을 위해서는 필요 인원이 작업/체류할 수 있는 해저
기지의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심해에 건설되는 해저기지는 우주공간에서의 조건보다
더 극한의 환경에 건설되며, 이를 위해서는 구조공학, 자
원공학, 기계공학, 조선공학, 해양공학, 지질학 등의 관
련 분야의 극한기술이 상호 융합되어야 한다. 또한, 해양
자원 개발에는 해양물리, 화학, 생물학, 지질학 등 기초
해양과학 이외에도 기계, 전자, 조선, 기상, 잠수의학 등
응용과학 지식의 융・복합이 필요하며, 각 필요 기술들의

Fig. 1 Concept of Seabed Base - Dome Structure
(Kim, 2012)

2.

기술 조사 범위 및 목표 설정

2.1 기술 개발 범위

* 정회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연안개발․에너지연구부 선임연구원, E-mail: taekheehan@kiost.ac - 발표자
**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연안개발․에너지연구부 책임연구원, E-mail: yijh@kiost.ac
***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연안개발․에너지연구부 책임연구원, E-mail: shhan@kiost.ac
**** 정회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연안개발․에너지연구부 연수연구원, E-mail: thekeyone@kiost.ac
*****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연안개발․에너지연구부 책임연구원, E-mail: wspark@kiost.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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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Considerations for Construction of Seabed Base
본 연구에서는 해저기지 건설 기술에 대한 고려 사항
을 1) 사용목적 (Utilization), 2) 안전성 (Safety), 3)
환경 보존 (Environmental Protection), 4) 건설 기술
(Construction), 5) 경제성 (Economy)과 같이 5개의 범위
로 설정하였다. 사용목적에 대한 고려 사항은 자원 채굴,
과학연구, 거주공간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안전성 분야
는 재료 기술, 구조 형상, 재난 대응 기술로 분류할 수
있다. 환경 보존 분야는 자원 채굴 시 해양 오염 문제와
거주 시 생활 폐기물 처리 문제를 고려할 수 있으며, 건
설 기술 분야는 건설 공정, 수중 로봇 활용, 안전 시공,
건설부지 선정으로 분류할 수 있다. 경제성에 대해서는
사용 목적에 맞는 가장 경제적인 선택인가에 대한 결정이
필요할 것이다. 이를 정리하면 Fig. 2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안전성에 대한 고려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수
압을 견딜 수 있는 돔(또는 쉘) 형태의 구조물이 적합하
며, 햇빛을 받기 위해서는 철골과 유리소재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할 것이다. 또한, 구조 안전성을 위해서는 특수
코팅 처리한 티타늄 합금이나 FRP등의 고강도 신소재의
적용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산소 및 물,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장치가 필수적이며, 100 가구가 거주할
해저 주거지에는 최소 1일에 3MWh의 동력이 필요하다. 지
상으로 이동 시에는 잠수정을 타거나 지상과 연결된 진공
터널을 이용할 수 있다.

대규모 해저기지 구조체 기술로 정의하고, 해저기지-지상
간 인력 및 채굴 광물 운송 기술을 포함한다. 각 단계별
목표 기술은 이후에 전문가 설문 조사 자료를 통하여 수
정 및 보완하였다. 각 단계별 목표 기술을 달성하기 위해
서는 Table 1과 같이, 해저기지 구조체 설계 기술, 해저
기지 시공 기술, 해저기지 운영 및 유지 관리 기술의 확
보가 필요할 것이다.
Table 1. Required Technology for Constructing Seabed
Based Structure
필요 기술

해저기지
구조체
설계 기술

해저기지
시공 기술

2.2 기술 목표 설정
본 연구에서는 해저기지 건설의 실현 시기, 규모, 목
표 수심, 기술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1단계 목표 기술과 2
단계 목표 기술로 분류하였다. 1단계 목표 기술은 수심
50m에 건설 가능한 해저기지 구조체 기술 및 5인 이상 작
업/연구 인력이 상주 가능한 소규모 해저기지 구조체 기
술로 정의하였으며, 해저기지에 대하여 기본적인 에너지
공급 및 생명유지 기술을 확보하는 것을 포함하였다. 2단
계 목표 기술은 수심 200m 이상에 건설 가능한 해저기지
구조체 기술 및 50인 이상 작업/연구 인력이 상주 가능한

해저기지
운영 및
유지 관리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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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기술
해저기지 안전성 확보를 위한 수압 분산 기술 :
돔, 구형, 실린더 형 등 수압 분산을 위한 최적
형상 설계 기술
구조체 강성 증대 기술 : 리브, 파형 등 외력 저
항성 증진을 위한 좌굴 강도 향상 기술
국부 파괴 및 안전성 저하를 발생 시키는 집중
응력 저감 기술
강도 증진을 위한 신형식 구조형식 개발 :
FRP-Concrete 합성 및 Metal-FRP 합성 재료 기술
지진 및 태풍 등의 해저 자연재해에 대한 안전성
확보 기술
급속/정밀 시공을 위한 최적 구조체 모듈화 기술
개발
수밀성이 확보된 정밀 수중 시공 기술
해저기지 구조체 모듈 운송 기술
해저기지 손상부 자가 복구 기술 (Smart
Material 등)
해저기지 에너지 공급 및 생명유지 기술
해저기지-지상간 인력 및 채굴 광물 운송 기술
(잠수정, 해저터널, 수중 타워 등)
해저기지 구조물 손상 시 격벽 차폐 및 분리 기
술
응급/위기 상황 시 신속 이탈 기술
대수심 체류 연구 인력 건강 확보 기술 (예: 수
심 300m 이상 폐 파열)

Table 2. Survey Results of Required Technologies for Construction of Seabed Base
분류
I. 기술 목표
설정 수준
II. 해저
기지의
필요성 및
활용성
Ⅲ. 해저
기지 건설
필요 기술

Ⅳ. 해저
기지 운영
및 유지 기술

항목
1.
2.
3.
4.
1.
2.

목표달성가능시기
목표수심
목표규모
최대 체류 기간
건설 필요성
건설 필요 이유

3. 해저기지 활용도
1. 해저기지 건설 필요 기술
2. 해저기지 건설재료
3. 해저기지 시공방법
4. 해저기지 에너지 공급 방법
5. 자체 에너지 공급을 위한 발전 방법
1. 해저기지 사고 발생 시 필요 안전
기술
2. 해저기지 운영을 위한 개발 필요 기
술
3. 체류자의 해저기지-지상간 이동 방
법
4. 채취 자원 지상 운송 방법

조사 결과
1단계 (50m)
2단계 (200m)
평균 10년 후
평균 22년 후
51m
253m
1562 cubic meter
11720 cubic meter
28일
77일
반드시필요하다.(평균 9.2점 )
기술적/산업적 요인
해저 환경을 이용한 과학 연구

해저 환경을 이용한 과학 연구

고성능 구조 및 재료 기술
복합신소재(FRP등)

고성능 구조 및 재료 기술
복합신소재(FRP등)
지상 제작 모듈을 해상에서 조립
지상 조립 후 가라앉힘.
후 가라앉힘.
지상 공급
자체공급
조류/파력
조류/파력
긴급 생명유지 장치 기술
긴급탈출기술
생명유지 장치 기술
에너지 공급 기술
수면 노출 구조물 건설 후 해상
해저기지-지상간 잠수정 이동
이동
해저기지-지상간 수중터널/튜브
해저기지-지상간 수중터널/튜브
건설 후 운송
건설 후 운송

5. 해저 기지의 건설이 해양 환경에 미
치는 영향

영향 있다.

Fig. 3 Seabed Base Concept and Required Technolog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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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발 필요 기술 도출

References

기술 목표 설정 수준에서는 목표 달성 가능 시기, 목
표 수심, 목표 규모, 최대 체류시간에 대해, 1단계와 2단
계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1단계 기술목표는 수심 50m, 상
주인력 5인으로 설정을 하여 조사하였으며, 2단계 기술
목표 달성 가능 시기는 수심 200m, 상주인력 50인으로 설
정하여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1단계 기술목표 달성 가
능 시기는 평균 10년 이후로, 2단계 목표 달성 가능 시기
는 평균 22년 후로 조사되었다.
설문조사 자룔 정리를 통하여, 개발 필요 기술을 도출
하였으며, 이를 Table 2에 나타내었으며, Fig. 3에 해저
기지 개념도를 나타내었으며, 도출된 필요기술을 단계별
로 표시하였다. 이를 통하여 향후 10년 후와 22년 후의 1
단계, 2단계 목표달성을 위한 개발 필요 기술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해저 환경용 고성능 건설재료 개발
○ 모듈형 해저기지 및 시공 기술 개발
○ 해저기지 공급용 조류/파력 발전 기술 개발
○ 해저기지 에너지 공급 장치 개발
○ 해저기지 생명 유지 장치 개발
○ 해저기지 긴급 탈출 기술 개발
○ 해저기지-지상 연결용 수중 터널 개발

1. Kim, M. S. (2012) Construction of Seabed Base,
DONGA Science
2.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
(2010) 2nd Master Plan for Development of Oceans
and Fisheries (2011~2020),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미래 자원 확보, 해양주권 확립, 해양
레저, 해양 과학 연구 및 해양거주 공간을 위한 해저 기
지 및 해저도시 건설을 위한 핵심 기술 조사를 실시하였
다. 기술 단계는 목표 달성 가능 시기, 목표 수심, 목표
규모, 최대 체류시간에 대해, 1단계와 2단계로 나누어 조
사하였다. 1단계 기술목표는 수심 50m, 상주인력 5인으로
설정을 하여 조사하였으며, 2단계 기술 목표 달성 가능
시기는 수심 200m, 상주인력 50인으로 설정하여 조사하였
다. 조사 항목은 크게, I) 기술 목표 설정 수준, II) 해
저기지의 필요성 및 활용성, Ⅲ) 해저기지 건설 필요 기
술, Ⅳ) 해저기지 운영 및 유지 기술로 분류하여 조사하
였으며, 각 항목별로 세부 기술을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해저기지의 건설은 반드시 필요하며, 이의 건설을 위해서
는 건설 신재료의 개발과 에너지 공급 기술들이 필수적으
로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해저기지의 건
설을 위해서는 도출된 필요 기술들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
와 개발이 필요하며, 이는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민
생활 영역의 확장을 위해 반드시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감사의 글
본 연구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에서 시행한
‘해양 융․복합 기획연구사업(PE9879E)’의 연구비 지원
에 의해 수행되었으며, 이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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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목재 패널로 구성된 전단벽체의 반복거동평가
Evaluation on Cyclic Behavior of Shear Wall with Composite
Wood Panels
나 환 선* · 이 현 주** · 최 성 모***
Nah, Hwan-Seon · Lee, Hyeon-Joo · Choi, Seong-Mo
ABSTRACT
Cyclic test was conducted by two kinds of specimens : single panel and double panels. Cyclic test results, which
were equivalent to static test results, showed that maximum load was 45.42kN, allowable shear load was 6.3kN/m.
Furthermore the accumulated energy dissipation capability for double panels was as 2.3 times as that for single panel.
From performance of structural tests, the allowable shear load for panels was suggested to be at least 6.1kN/m.

1.

을 이용하여 수행하였다. 기본하중히스토리는 다음과 같
다. 변위(Δ) 결정 방식은 정적가력시험에서 얻은 시험결
과로부터 최대하중의 80%하중 시점의 변위(Δm)에서 식
(1)을 산정한다.
Δ = 0.6 Δm
(1)
식(1)에서 얻은 변위(Δ)에 따라 반복가력방법은 하
중단계별로 변위크기와 제어 주기에 따라 Table 1과 같이
수행하였다.

서 론

국외의 경우, SIP에 대한 설계기준 지침서가 마련되
어있지만, 국내의 경우, 건축구조기준에 구조용합판과 파
티클 목질판 구성에 따라 1급, 2급으로 구분되어있고, 강
도에 따라 1등급, 2등급으로 나뉘어 기준허용응력이 제시
되었을 뿐, 단열재와 복합적으로 결합된 SIP부재에 대한
설계지침은 물론 관련 기술적 성능평가와 연구개발은 현
재까지 수행된 사례가 없었다. 다만, 최근에 친환경 건축
자재를 이용한 조립식목구조 주택의 에너지절약형 설계,
시공법을 위해 전단벽체로 구성된 구조용단열패널의 면내
전단, 압축력을 받는 정적가력에 관한 논문 1편이 유일하
다. 전통적인 목구조 전단벽체의 횡력저항에 관련된 기술
문헌은 많이 알려져 있지만, 이 연구에서 제안한 SIP로
구성된 패널로 제작구성된 전단벽체의 동적거동 기술자료
는 국내는 전무하다. 국외의 경우 미국, 캐나다를 비롯한
몇몇 연구기관과 관련연구자들이 동적거동 특성을 위한
시험방법 및 연구결과를 발표했지만 논문편수는 아주 미
미했다.
본 연구에서는 선정된 패널규격에 대해 면내전단성능
에 대한 정적가력, 동적가력을 위해 명쾌하게 정의된 시
험방법이 없어서, 국외문헌을 통해 몇 종류의 구조성능
시험방법 중에서 하나를 결정하는 과정이 필요했다. 따라
서, 전단벽체로 구성된 패널에 대해 반복가력시험을 수행
하고 최대하중, 허용하중, 허용전단강도, 전단강성을 계
산하고 적절한 설계기준의 초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2.

Table 1. Displacement Amplitude Schedule
하중주기
1 Group
2 Group
3 Group
4 Group
5 Group
6 Group
7 Group
8 Group
9 Group
10 Group
11 Group
12 Group
13 Group
14 Group
15 Group
16 Group

Δ=0.6Δm
0.05Δ 6 사이클
0.075Δ 7 사이클
0.1Δ 7 사이클
0.2Δ 4 사이클
0.3Δ 4 사이클
0.4Δ 3 사이클
0.7Δ 3 사이클
1.0Δ 3 사이클
1.5Δ 3 사이클
2.0Δ 3 사이클
2.5Δ 3 사이클
3.0Δ 3 사이클
3.5Δ 3 사이클
4.0Δ 3 사이클
4.5Δ 3 사이클
5.0Δ 3 사이클

시험 및 결과분석

2.1 시험방법
본 연구에서는 미국 스탠포드대학에서 개발한 CUREE
시험방법중에서 Fig.1와 같이 단순화된 반복가력시험방법

Fig. 1 Cyclic Test Protocol

* 정회원․ 한국전력공사 전력연구원, 책임연구원, 공학박사, E-mail: hsnah@kepri.re.kr - 발표자
** 정회원․ 한국전력공사 전력연구원, 선임연구원 E-mail: hyeon@kepri.re.kr
*** 정회원, 서울시립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공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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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위
0.48
0.73
0.97
1.95
2.93
3.90
6.83
9.76
14.65
19.53
24.42
29.30
34.18
39.07
43.95
48.84

시험체 구성은 Table 2와 같이 정적가력시험체를 기본
으로 실제벽체에서 나올 수 있는 벽체형식을 고려하여 6
개의 시험체로 구성 시험하였다. 위와 같은 반복가력을
위해 Instron에서 제작된 10톤 유압가력기를 이용하였고,
시험체의 고정을 위해 몇 종류의 지그를 제작하고 횡변위
와 수직변위를 위해 시험체 상부 끝과 시험체 하부 양단
에 각각 LVDT를 부착하고 데이터를 20∼64개/sec. 속도
로 취득하였다. 시험체 설치광경은 Fig. 2와 같다.

반복가력 면내전단시험결과 최대하중을 기준으로 설계
허용하중은 1/3로 산정하고 있다(He, 1999). 따라서 허용
하중은 평균 15.14kN, 평균 허용전단강도는 6.3 kN/m 로
분석되었다.
3.2 시험체(SIPC-B) 분석 결과
반복가력 시험체(SIPC-B)의 시험결과, 시험체(SIPC-D)
의 평균 최대하중의 59%이었으며, 평균 최소하중은 61%이
었고, 최대변위 평균은 시험체(SIPC-D)의 71%, 최소변위
평균은 69%로 분석되었으며 종합결과는 Table 4와 같다.
단일전단벽체로 구성된 시험체(SIPC-B)에 대한 허용하중
은 이중전단벽체(SIPC-D)시험체로 구성된 허용하중보다
평균 18% 더 크게 나타났다. 이때의 전단강도 평균은
7.47 kN/m였다.
Table 4. Synthetic Result for Specimen

시험체명
SIPC-B-1
SIPC-B-2
SIPC-B-3
평균

Fig. 2 Test Setup
Table 2. Specimens for Cyclic Test
시험체명

SIP 구성

수량

허용
허용전단
하중
강도
(kN) (kN/m)
8.70 7.25
9.09 7.57
9.10 7.58
8.96 7.47

친환경 저에너지 주택의 공사비 저감형 모델중 하나
로 선택된 SIP에 대한 반복가력 구조성능평가 시험을 수
행하였다. 본 시험에 적용된 구조용단열패널은 두께 162
㎜
1.2×2.4m과 2.4×2.4m로 기본규격으로 설정하고,
ASTM E72와 KS F2273 방법을 조합하여 전단벽체가 갖는
면내전단저항성을 위한 정적가력시험과 CUREE 유사정적
반복가력 절차에 따른 동적거동 특성 시험을 수행하고 그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1) 폭 2.4m, 높이 2.4m 시험체로 구성된 반복가력 면
내전단 성능평가 결과, 단위패널을 병렬로 연결한 시험체
(SIPC-D)에서 평균 최대하중 45.42kN이며, 허용하중은
15.14 kN이다. 이 시험체들의 평균 전단강도는 6.3 kN/m
으로 정적가력시험결과인 6.1 kN/m을 상회하였다.
2) 폭 1.2m, 높이 2.4m 시험체로 구성된 반복가력 시
험체(SIPC-B)에서 평균 최대하중 26.90kN이며, 허용하중
은 8.96 kN이다. 이 시험체들의 평균 전단강도는 7.47
kN/m이었다.

1
1
1
1
1
1

3. 반복가력 시험결과 분석
3.1 시험체(SIPC-D) 분석 결과
반복가력 시험체(SIPC-D)의 시험결과 최대하중이 최소
하중값보다 1∼6 kN 크게 분석되었으며, 시험체
(SIPS-D-3) 의 경우는 다른 시험체에 비해 최대하중과 변
위가 20% 차이가 발생했으며 종합결과는 Table 3과 같다.
Table 3. Synthetic Result for Specimen

최소
하중 변위
(kN) (㎜)
-42.92 -48.84
-42.10 -43.95
-39.36 -29.30
-41.46 -

최소
하중
(kN) 변위
(㎜)
-25.54 -29.30
-26.52 -29.30
-24.32 -24.42
-25.46 -

4. 결론

크기(W×H×T)

SIPC-D-1
파티클 목재판
2,400×2,400
SIPC-D-2 재 (두께11㎜) +
×162
SIPC-D-3
단열재(두께
140㎜)+
SIPC-B-1
파티클 목재판 1,200×2,400
SIPC-B-2
×162
재 (두께11㎜)
SIPC-B-3

최대
시험체명 하중 변위
(kN) (㎜)
SIPS-D-1 +45.54 +48.84
SIPS-D-2 +50.26 +43.95
SIPS-D-3 +40.46 +29.30
평균 +45.42 -

최대
하중
(kN) 변위
(㎜)
+26.10 +24.42
+27.28 +29.30
+27.32 +34.18
+26.90 -

허용
하중
(kN)
15.18
16.75
13.49
15.14

허용전
단강도
(kN/m)
6.33
6.98
5.62
6.30

참고 문헌
1. Krawinkler H., Parisi F., Ibarra L., Ayoub A., and

Medina R. (2000) Development of a Testing Protoc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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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th International Engineering and Constr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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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가력시험결과에 따르면, 폭 1.2m 단일전단벽체 대
비 폭 2.4m(1.2m+1.2m) 이중전단벽체의 최대하중, 최소하
중은 1.6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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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섬유시트를 이용한 I형 PFRP 부재의 휨보강에 관한 실험적 연구
An Experimental Study on the Flexural Strengthening of I-Shape PFRP
Member Using Carbon Fiber Sheet
이 영 근* · 김 선 희** · 이 강 연*** · 윤 순 종****
Lee, Young-Geun · Kim, Sun-Hee · Lee, Kang-Yeon · Yoon, Soon-Jong
ABSTRACT
In recent years, fiber reinforced polymer plastic composites are readily available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Fiber
reinforced polymer composite has many advantages such as high specific strength and stiffness, high corrosion resistance,
light-weight, magnetic transparency, etc. In this paper, we present the result of investigation pertaining to the flexural
behavior of flange strengthened I-shape pultruded fiber reinforced polymer plastic (PFRP) member using carbon fiber
sheet (CFRP sheet). The number of layers of strengthening CFRP sheet, with a value of 0 to 3 was the test variables.
From the experimental results, flextural strengthening effect of flange strengthened I-shape PFRP member using CFRP
sheet is evaluated and it was found that 2 layers of strengthening CFRP sheet is appropriated considering efficiency and
workability.

1.

트에 대한 실험은 홍익대학교 구조재료실험실에서 실시하
였으며, 실험은 KS M ISO 527-4를 참고하였다. 시트에 대
한 실험에는 어려움이 있어 제조사에서 탄소섬유와 에폭
시 레진을 이용하여 탄소섬유강화복합재료를 판으로 제작
하였다. 총 5개의 실험체에 대한 실험을 하였으며, 실험
결과를 종합하여 인장강도와 탄성계수의 평균값을 Table
1에 나타내었다.

서 론

철근콘크리트 보나 슬래브와 같은 휨부재에 대한 보강
대책은 이미 다양하게 개발되어 활용되고 있으며, 이중에
서 탄소섬유시트(Carbon fiber reinforced polymeric
plastic sheet, CFRP sheet)를 이용한 보강방법은 전세계
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외부보강공법이다. 탄소섬유시트를
이용한 보강방법에 대한 검증은 여러 연구자들을 통하여
이미 검증되었으며, ACI (American Concrete Institute)
에서 발행한 ACI Manual of Concrete Practice (2008)에
서 설계방법을 제안하고 있다. 그러나 구조용 유리섬유강
화복합재료에 탄소섬유시트로 휨보강을 한 경우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다. 이 논문에서는
펄트루젼 방식으로 생산된 PFRP (Pultruded fiber
reinforced polymeric plastic) I형 부재(Fiber: glass;
Resin: polyethylene) 의 상부 플랜지와 하부 플랜지 외
측에 탄소섬유시트를 보강한 형태의 휨실험을 실시하고,
보강되지 않은 I형 부재에 대한 휨실험을 실시하여 이를
비교하였다. 또한, 탄소섬유시트의 보강두께를 달리하여
강도 보강효과를 실험적으로 확인하였다.

2.

Table 1. Mechanical Properties of CFRP Plate (Lee,
2012)
Area
Strength
Modulus of
( )
Elasticity( )
( )
CFRP plate

170.10

탄소섬유 시트와 동일한 방법으로 PFRP I형 부재의 역
학적 성질을 조사하기 위하여 인장강도실험을 실시하였
다. 실험 결과는 Table 2에 나타내었다.
Table 2. Mechanical Properties of I-shape PFRP Member
(Park, 2010)
Area
Strength
Modulus of
( ) Elasticity( )
(  )

재료의 역학적 성질

I-shape
PFRP member

실험체 제작에 사용된 탄소섬유시트의 역학적 성질을
조사하기 위하여 인장강도실험을 실시하였다. 탄소섬유시

정회원․
정회원․
정회원․
정회원․

2573.86

2.2 PFRP I형 부재

2.1 탄소섬유시트

*
**
***
****

26.49

2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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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1.38

33.28

실험체의 설치 형태는 실험체 길이에 따라 Fig. 2와 같이
설치하였다.

3. 탄소섬유시트로 보강된 I형 PFRP 부재의 휨실험
3.1 실험체 제작
실험체의 제작은 I형 PFRP 부재에 탄소섬유시트를 핸
드레이업 공정을 이용하여 상부 플랜지와 하부 플랜지의
외측에 에폭시를 사용하여 부착하였다. 미부착과 부착에
따른 강도를 분석하기 위하여 실험체의 길이 1,050 인
미부착, 1겹 부착 실험체를 각각 3개씩 제작하였으며, 부
착량에 따른 강도를 분석하기 위하여 실험체 길이 600
 인 1겹, 2겹, 3겹 부착 실험체를 각각 3개씩 제작하
였다. 실험체의 구성을 Table 3에 나타내었다.

(a) PFRP member

(b) Strengthening of I-Shape PFRP
member using CFRP sheet

Fig. 1 Cross-section of Specimen(Lee et al, 2012)
(a) 1.05-0ply and 1.05-1ply
Table 3. Designation of Specimen
Total Length
( )

No. of CFRP Sheet
Ply

1.05-0ply-1
1.05-0ply-2
1.05-0ply-3
1.05-1ply-1

0
1,050

1.05-1ply-2

1

1.05-1ply-3
0.60-1ply-1
0.60-1ply-2

1

0.60-1ply-3
0.60-2ply-1
0.60-2ply-2

600

2

0.60-2ply-3
0.60-3ply-1
0.60-3ply-2

3

0.60-3ply-3
3.2 휨실험 실험계획

(b) 0.60-0ply, 0.60-1ply, 0.60-2ply, and 0.60-3ply
Fig. 2 Flexural Test Set-up

탄소섬유시트의 휨보강 효과를 파악하기 위한 휨실험
은 홍익대학교 구조재료실험실에서 수행하였으며, ASTM D
790-02를 참고하여 4점 재하 휨실험으로 실시하였다. 하
중은 변위제어방식으로 1 min 의 속도로 재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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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 이유로 판단되지만, 거의 동일한 하중에서 변위가 억
제되는 현상을 통하여 휨강성이 증가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탄소섬유시트로 보강된 I형 PFRP 부재의 휨

실험 결과 분석
각각의 실험체에 대한 휨실험을 실시하였으며, 실험
결과를 종합하여 Table 4에 나타내었다. 실험체의 파괴형
태는 휨모멘트에 의한 변위가 진행되다가 양측 가력부의
상부 플랜지로부터 웝(복부)-플랜지의 접합부에서 균열이
발생하면서 하중이 감소하는 현상으로 실험이 종료되었으
며, 이에 따라서 이 결과가 최종적인 휨에 의한 파괴가
되지 않으므로 균열이 발생하기 직전에서의 최대하중과
변위, 휨강도를 통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Table 4. Result of Flexural Test
Load
( )

Displacement
()

Flexural
Strength
( )

1.05-0ply-1

228.09

6.40

73.61

1.05-0ply-2

215.74

6.00

69.62

1.05-0ply-3

229.16

5.80

79.95

Average

224.33

6.07

74.39

1.05-1ply-1

236.99

5.60

76.48

1.05-1ply-2

229.04

5.80

73.91

1.05-1ply-3

233.68

5.30

75.41

Average

233.24

5.57

75.26

0.60-1ply-1

(a) 1.05-0ply

N/A

0.60-1ply-2

107.30

1.3

36.46

0.60-1ply-3

166.82

1.9

56.68

Average

137.06

1.6

46.57

0.60-2ply-1

248.57

1.8

84.45

0.60-2ply-2

253.89

1.9

87.79

0.60-2ply-3

204.89

1.7

69.61

Average

235.78

1.8

80.62

0.60-3ply-1

209.54

2.1

71.79

0.60-3ply-2

219.50

1.7

74.58

0.60-3ply-3

243.06

1.8

82.58

Average

224.03

1.9

76.32

(b) 1.05-1ply
Fig. 3 Load-Displacement Relationship of 1.05-0ply and
1.05-1ply Specimens
4.2 탄소섬유시트 부착량에 따른 영향
600의 길이를 가지는 3종류의 총 9가지 시편을 통
하여 탄소섬유시트의 부착량(ply수)에 따른 영향에 대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탄소섬유시트의 부착량이 1겹에
서 2겹로 증가하면서 하중은 49.5% 증가하였고, 변위는
12.5% 증가하였으며, 휨강도는 73.11% 증가되어 2겹으로
보강하였을 경우 1겹으로 보강한 경우보다 보강효과가 매
우 뛰어남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2겹에서 3겹로 보강량이 증가하면서 하중은 약
간 감소하고 변위는 증가하는 현상을 보였다. 이러한 현
상은 탄소섬유시트 각 층간의 부착이 완벽하지 못해 생긴
문제로 판단되며, 겹수의 증가에 따른 부착문제를 고려하
면 2겹를 사용한 보강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판단된다.
Fig. 4에 탄소섬유시트 보강량에 따른 휨강도의 변화를
나타내었다.




※      (Lee, 2012)

4.1 탄소섬유시트 미부착과 부착에 따른 영향
1,050 의 길이를 가지는 2종류의 총 6가지 시편을
통하여 미부착과 부착에 따른 영향에 대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탄소섬유시트 부착시 미부착에 비하여 최대하
중은 1.7% 증가하였고, 변위는 8.2% 감소하여 변위가 감
소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 3에 하중-변위 관계
를 나타내었다. 이 결과에서 하중과 강도의 증가가 미미
한 것은 최종 파괴형태가 휨에 의한 파괴가 아닌 웹-플랜
지 접합부의 파괴로 나타나 휨거동을 충분히 보여주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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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Flexural Strength vs. No. of Reinforcing Layers

5.

결 론

이 연구에서는 PFRP I형 구조부재에 대한 보강대책으
로 일반적으로 콘크리트 구조재의 보강공법으로 많이 사
용되는 탄소섬유시트 부착공법을 적용하여 휨보강을 실시
하고 미부착과 부착의 영향, 부착량의 변화에 따른 영향
을 분석하기 위하여 휨실험을 실시하였다. 연구의 결과
얻어진 결론은 아래와 같다.
(1) 탄소섬유시트로 1겹 보강된 실험체의 경우, 미보
강 실험체에 비하여 동일한 하중은 8.91 증가하였으
며, 변위는 0.5 감소하여 휨강성이 증가함을 확인하
였다.
(2) 탄소섬유시트로 1겸 보강된 시편에 비하여 2겹 보
강된 실험체의 하중은 49.5% 증가하였고, 변위는 12.5%
증가하였으며, 휨강도는 73.11% 증가되어 2겹으로 보강하
였을 경우 1겹으로 보강한 경우보다 보강효과가 매우 뛰
어남을 확인하였다.
(3) 2겹에서 3겹로 보강량이 증가하면서 하중은 약간
감소하고 변위는 증가하는 현상을 보였다. 이러한 현상은
탄소섬유시트 층간의 부착이 완벽하지 못해 생긴 문제로
판단되며, 겹수의 증가에 따른 부착문제를 고려하면 2겹
를 사용한 보강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판단된다.
향후 연구는 휨보강에 걸맞게 하부 플렌지만을 보강하
는 경우, PFRP 부착면의 부착방법 등의 다양한 변수를 고
려하여 실험을 추가로 실행할 필요가 있으며, 유한요소해
석을 통하여 하중, 변위, 강도 등을 추정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 기존 건설재료를 대신하여 복합재료의
적용이 점차 증가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 건설재료에 대
한 보강방법뿐만 아니라 복합재료에 대한 보강방법에 대
한 연구도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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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신소재 적층판 구조물의 고유진동수에 대한 하중분포의 영향
The Effects of Load Distribution on
Natural Frequency of the Advanced Composite Laminated Structures
한 봉 구* · 김 덕 현** · 이 희 철***
Han, Bong-Koo · Kim, Duck-Hyun · Lee, Hee-Chul
ABSTRACT
In this paper, the relation between the applied load distribution and the natural frequency of vibration of some structural
elements is presented. In this paper, the effects of the loading sizes on the natural frequency of vibration of some
structural elements is presented. Many junior engineers get confused on such relations. This method extended to two
dimensional problems including advanced composite laminated structures. It is hoped that this paper gives some guideline
to such junior engineers.

1.

서 론

Table

지금까지 고유진동수를 계산하는 유일한 방법으로는
Rayleigh 방법만이 있어 왔는데, 이것은 energy 보존의 법
칙의 이용으로 운동에너지=strain energy 란 식에 근거를
두고 있어 자유도(degree of freedom)가 하나인 경우에만
정확한 값을 주는데, 보나 탄성체 구조재료는 무한개의
자유도를 갖고 있어서, 정확한 해를 구할 수가 없었다. 균
등단면에 균등하중을 받는 단순지지된 보는 구조형태를
sine 함수로 표시할 수 있어서 고유진동수의 계산을 가능
하게 하였다. 저자는 임의의 단면과 경계조건을 갖고 임
의의 하중을 받는 보와 탑구조에 대한 진동이론을 개발
발표하였고 이 이론은 임의의 단면을 갖고 임의의 지지점
에 놓인 composite의 제1모드 진동 고유주파수를 구하는데
확장 적용되어 발표되었다. 또한 제2모드 이상의 진동의
경우는 미국토목학회 제8차 구조공학 학술대회에서 발표
하였다.

N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 해석 방법

이 논문의 진동해석 방법은 참고문헌(1∼9)에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으므로 여기서는 생략한다.
3. 고유진동수에 대한 하중분포 의 영향

ω/

EI
mL 3

5.69187
4.40452
3.71863
3.27712
2.96272
2.72426
2.53539
2.38103
2.25180
2.14156
2.04606
1.96230
1.88804
1.82162
1.76175
1.70742
1.65782
1.61231
1.57035
1.53150

앞서 언급된바와 같이 1차원구조도 단순지지되고 균등
단면에 균등하중을 받는 경우가 아니면 해석적으로 고유
진동수를 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본 논문에는 기술자들
에게 필요한 지침을 주고자 몇 가지 보 형태에 대한 이
논문의 방법으로 구한 결과를 실었다.
* 정회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E-mail: bkhan@snut.ac.kr
** 정회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겸임교수, E-mail: dhkim@snut.ac.kr
***학생회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 E-mail: gmlyfakstp1@naver.com - 발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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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Fig. 2

Fig. 4

Fig. 3

Fig.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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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단순지지된 판을 고려한다.
위한 Whitney의 해가 있다).
수직방향 변위는

Table 2.

Ni

CASE 1

CASE 2

CASE 3

CASE 4

1

2.08333

2.08333

2.08333

2.08333

∞

  

∞

 

    

2

1.53795

1.92913

2.08028

1.92140

3

1.27469

1.80224

2.07723

1.78464

4

1.11236

1.69606

2.07417

1.66763

5

0.99952

1.60584

2.07200

1.56629

이 경우는 비교하기

(







sin  sin 

(2)

여기서

   
π

로 표시 될 수 있고
여기서



(3)










                   


          
π
π
.

(4)

이다
수치예로 Fig. 7을 고려한다.
   ,    ,   

이고

Fig. 7 횡방향과 균일한 축방향 하중을 받는
적층판

적층은

형태,    ° ,   ,
     이다.면내 하중이 없을 때 즉 P = P = 0
 로 구해졌다. (표3).
일때   
 

1

Fig. 6



4. 수직하중과 면내 하중을 받는 복합신소재 판
의 고유진동수
수직하중
∞

 

∞

 

    

를 받고, 면내하중

π


π


sin  sin 

Nx, Ny

및

N xy

(1)

를 동시에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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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형태의 복합적층판의 고유진

Table 3. [ αββααβ ] r
ω n/ ρh )(     , r=9, a=b=1m

동수

P 1/D

-0.5

11

P 2/D

-0.3

0

0.1

0.3

5.

0.5

11

-0.5

462.4 463.9 466.0 466.7 468.2 469.6

-0.4

463.1 464.6 466.7 467.4 468.9 470.3

-0.3

463.9 465.3 467.4 468.2 469.6 471.0

-0.2

464.6 466.0 468.2 468.9 470.3 471.7

-0.1

465.3 466.7 468.9 469.6 471.0 472.4

0

466.0 467.4 469.6 470.3 471.7 473.1

0.1

466.7 468.2 470.3 471.0 472.4 473.8

0.2

467.4 468.9 471.0 471.7 473.1 474.5

0.3

468.2 469.6 471.7 472.4 473.8 475.2

0.4

468.9 470.3 472.4 473.1 474.5 475.9

0.5

469.6 471.0 473.1 473.8 475.2 476.6

6.

7.

＆

8.


단순지지된 경우 Whitney의 해는   
이다. 면내 하중의 고유진동수에 대한 영향은 Table 3에
나타내었다.      은 면내하중이 없을 때이고 +는
인장 -는 압축의 경우이다.




Aspect Ratio on the Natural Frequency of the
Composite Laminated Plate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Advanced Composite Structures, Vol 1,
No 2, pp 14-18
Han, B. K., Suk J. W. (2011), “ Influence of Loading
Sizes on Natural Frequency of Composite Laminates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Advanced
Composite Structures, Vol 2, No 3, pp 12-17
Kim, D. H.(1974), “A method of vibration analysis of
irregularly shaped structural elements.” International
Symposium on Engineering Problems in Creating
Coastal Industrial Sites, Seoul, Korea, pp. 39-63.
Kim, D. H.(1995), Composite structures for civil and
architectural engineering. Published by E FN SPON,
Chapman
Hall, London.
Kim, D. H., Hwang, J. W., Chun, D. S.(1990),
"Vibration analysis of irregularly shaped composite
structural members-for higher modes", 8th Structural
Congress, American Society of Civil Engineers,
Baltimore, MD, U.S.A., Apr.30-Mar.3.
Kim, D. H., Han, B. K., Lee, J. H., Hong, C.
W.(1999), “Simple Methods of Vibration Analysis of
Three Span Continuous Reinforced Concrete Bridge
with Elastic Intermediate Supports", Proceeding of the
Advances in Structural Engineering and Mechanics,
Seoul, Vol. 2, pp. 1279 - 1284



9.

5. 결 론

본 논문은 구조물의 고유진동수를 계산하는 방법을
사용하여 구한, 몇 가지 구조물 형태가 변동하중을 받는
1차원구조와 수직하중과 평면내 하중을 받는 복합재료 판
의 고유진동수를 구하여, 하중의 변화가 주는 구조물 고
유진동수의 변화를 주고 있다. 지면 관계로 구조물과 하
중상태는 상당히 제한하였으나 젊은 기술자들에게 진동의
고유진동수에 대한 하중의 종류와 분포의 영향을 이해하
게 하는 데는 충분하리라 믿는다.
References
1. Han, B. K, Kim, D. H.(2001), “Analysis of Steel
Bridges by Means of Specially Orthotropic Plate
Theory,”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Steel
Construction, Vol. 13, No. 1, pp. 61-69.
2. Han, B. K., Kim, D. H.(2004), “Simple Method of
Vibration Analysis of Three Span Continuous
Reinforced Concrete Bridge with Elastic Intermediate
Supportm,”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Composite
Materials, Vol. 17, No. 3, pp. 23-28.
3. Han, B. K, Kim, D. H.(2010), “A Study on Size/Scale
Effects in the Failure of Specially Orthotropic Slab
Bridges”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Composite
Materials, Vol. 23, No. 1, pp. 23-30.
4. Han, B. K., Suk, J. W. (2010), “The Influence of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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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sis of Steel Plate Girder by means of
Special Orthotropic Plate The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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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special orthotropic plate theory is used for analysis of panels made of plate girders and cross
beams. The cross-sections of cross-beams are WF types. The result is compared with that of the beam
theory. According to the numerical examination given in this paper, the result by the plate theory is 2.43
times stiffer than that of beam theory.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demonstrate, to the
practicing engineers, how to apply this equation to the slab
systems made of plate girders and cross-beams.
In case of an orthotropic plate with boundary conditions
other than Navier or Levy solution type, or with irregular
cross section, or with nonuniform mass including point
masses, analytical solution is very
difficult to obtain.
Numerical method for eigenvalue problems are also very
much involved in seeking such a solution. Finite difference
method (F.D.M) is used in this paper. The resulting linear
algebraic equations can be used for any cases with minor
modifications at the boundaries, and so on.
The problem of deteriorating infrastructures is very
serious all over the world. Before making any decision on
repair work, reliable non-destructive evaluation is necessary.
One of the dependable methods is to evaluate the in-situ
stiffness of the structure by means of obtaining the natural
frequency. By comparing the in-situ stiffness with the one
obtained at the design stage, the degrees of damage can be
estimated rather accurately.
The basic concept of the Rayleigh method, the most
popular analytical method for vibration analysis of a single
degree of freedom system, is the principle of conservation of
energy ; the energy in a free vibrating system must remain
constant if no damping forces act to absorb it. In case of a
beam, which has an infinite number of degrees of freedom,
it is necessary to assume a shape function in order to
reduce the beam to a single degree of freedom system
(Clough and Penzien 1975). The frequency of vibration can
be found by equating the maximum strain energy developed
during the motion to the maximum kinetic energy. Recall

1. INTRODUCTION
There are several means for steel plate girder analysis such as
(1) beam strip method, (2) gird analysis method for cross beams
and girders.
The 3.1 elevated expressway in seoul, designed and built in
1967, used less than half of steel required by other best design, at
that time (Kim, 1968). The methods used were, (1) grid analysis.
(2) composite action. (3) use of welding, (4) use of hybrid
materials, (5) use of high tension bolt, and others.
In this reference (Kim, 1968), several existing design methods
are studied and compared. An extensive references are also given.
Many of the bridge and building floor systems, including the
plate girders and cross-beams, and concrete decks behave as the
special orthotripic plates which have [0°,90°,0°]r, fiber orientations.

2. METHOD OF ANALYSIS USED
The equilibrium equation for the special orthotropic plate
is :
 
 
 

 

where           
  
  
 
 

 


(1)

The assumptions needed for this equation are:
The transverse shear deformation is neglected.
Specially orthotropic layers are arranged so that
no coupling terms exist, i.e.,

＊
＊

B ij = 0,(

) 16 = (

) 26 = 0 .

＊ No temperature or hydrothermal terms exist.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건설시스템디자인공학과 교수, E-mail: bkhan@snut.ac.kr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건설시스템디자인공학과 겸임교수, E-mail: dhkim@snut.ac.kr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건설시스템디자인공학과 석사과정, E-mail: sanbonnam@hotmail.com -발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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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t Rayleigh's quotient 1 (Kim 1995, pp 189 191).For a
complex beam., assuming a correct shape function is not
possible. In such cases, the solution obtained is larger than
the real one.
A simple but exact method of calculating the natural
frequency corresponding to the first mode of vibration of
beam and tower structures with irregular cross-sections and
attached mass/masses was developed and reported by Kim,
D,H. in 1974. This method consists of determining the
deflected mode shape of the member due to the inertia force
under resonance condition. Beginning with initially "guessed"
mode shape, "exact" mode shape is obtained by the process
similar to iteration. Recently, this method was extended to
two dimensional problems including composite laminates, and
has been applied to composite plates with various boundary
conditions with/without shear deformation effects and
reported at several international conferences including the
Eighth Structures Congress(1990) and Fourth materials
congress(1996) of American Society of Civil Engineers.
This method is used for vibration analysis in this paper.
Since this method of analysis has been reported already
(Kim, 1974, 1995, and others), it is not repeated here. If F.
D. M. is applied to these equations, the resulting matrix
equation is very large in sizes, but the tridiagonal matrix
calculation scheme used by Kim, D. H.(1967) is very
efficient to solve such equations. In finite difference form,
the fourth single derivative terms in the biharmonic equation
of the special othotropic plate action require at least five
pivotal points for errors of order of Δ2 where Δ is the size
of a mesh.
Hence, it is desirable to transform the fourth-order
partial differential equation into three second-order partial
differential equations with three dependent variables, namely
w, Mx, My, by considering the equilibrium of a segment of
the plate (Kim 1967). Since one of the few efficient
analytical solutions of the special orthotropic plate is Navier
solution, and this is good for the case of the four edges
simple supported. F.D.M, is used to solve this problem. The
result is compared with the Navier solution and it is
satisfactory as expected.

Fig. 1. Structure under Cionsideration

Es = 204000 MPa
ν = 0.3 , S = 2 m
-Plate GirderHL = 500mm
BL = 200mm
T1L = 15mm
T2L = 20mm

-Cross-beamHT = 300mm
BT = 150mm
T1T = 10mm
T2T = 18.5mm

Fig. 2 Plate Girder

3. NUMERICAL EXAMINATION
The structure under consideration is as shown in Figs 1
and 2. The stiffnesses are given in Table 1. Type 1 is for
the special orthotropic plate and Type 2 is th case of a
simple beam. In order to study the effect of the cross-beam
sizes variable values of D22 are given, in Table 2.
Analysis is carried out and the result is given by
Tables from 3 to 6. As Table 3 shows, the deflection of
Type 2 - based on beam theory - is 2.43 times that of
special orthotropic theory.
Increase of the cross-beam sizes does not produce
profound change of deflection, Table 4. Similar conclusion
can be obtained from the natural frequency, Tables 5 and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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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pecial orthotropic plate theory yields much
stiffer structure than that by the beam theory. Increase
of D22 is insignificant. The result given by Tables. 2 to
6 are given by Fig. 1 and Fig. 2.

Table 1. Stiffness.

․m)

Dij (N

Type 1

Type 2

D11

101199927.65

101199927.65

D22

21757837.94

0.00

3. CONCLUSION
Table 2. Stiffness with Variable D22.
Dij

․m)

Case 1

(N

Case 2

Case 3

Case 4

D11

101199927 101199927 101199927 101199927 101199927

D22

21757838

41618360

61478883

Many engineers use the load distribution factor
and beam theory to design panel system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demonstrate, to the practicing
engineers, how to apply the special orthotropic plate
theory to the slab systems made of plate girders and
cross-beams. The numerical examination made shows
that the result by the special orthotropic plate is 2.43
times stiffer than that by the beam theory. The
influence of D3 is a subject to the future research since
exact calculation of this stiffness requires which section
to use for the moment of inertia, the degree of fixity
between the cross-beams and the plate girders, and
others.

Case 5

81339405

101199928

Table 3. Deflection at the Center (m).
Load : 100 kN at the center
Type

Type 1

Type 2

Type 2/
Type 1

 ( )

0.6765E-01

0.1646E+00

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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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5

0.6765E-01 0.6262E-01 0.6061E-01 0.5951E-01 0.5881E-01

Case 1/
Case i

1

1.0803

1.1162

1.1368

1.1503

Table 5. Natural Frequency ( rad/sec ).
Load : 100 kN at the center
Case

Type 1

Type 2

ω(rad/sec)

0.7313E+01

0.5133E+01

Type 2 /
Type 1
0.7019

Table 6. Natural Frequency ( rad/sec ).
Load : 100 kN at the center
Case i

ω

Case 1

Case 2

Case 3

Case 4

Case 5

0.7313E+01 0.7471E+01 0.7539E+01 0.7577E+01 0.7603E+01

(rad/sec )
Case1/
Case i

1

1.0216

1.0309

1.0361

1.0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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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섬유 보강층의 적층각 변화를 고려한 복합재료관의 실험적 연구
The Experimental Study of GFRP Pipe Subject to Angle Change of
Glass-Fiber-Reinforced Layer
김 대 식* · 원 덕 희** · 임 정 현***· 강 영 종****
Kim, Dae-Sik · Won, Deok-Hee · Lim, Jeong-Hyeon · Kang, Young-Jong
ABSTRACT
Concrete and steel has been used as the main material of structure from building and drainage pipe. However, many
problems such as corrosion and rupture had occurred in the Water Supply and the Sewer System. Additionally, the
government has invested big budget to Deteriorated pipe replacement and maintenance. Replacement of existing pipelines
in order to solve these problems, GFRP pipe(glass fiber composite material pipes) is aspiring to replace the tube. GFRP
has high strength, restore performance, durable and lightweight properties. However, high strength GFRP pipe is weak in
buckling problem.
This study is to analysis Optimization Design models for resisting bucking problem of GFRP pipes. Thus, various tests
Changed the angle of Glass-Fiber-Reinforced Layer and the resin content of resin-mortar were performed for GFRP pipes
to estimate material characteristics of GFRP in this study. Buckling analysis of composite structures under external
uniform pressure was performed with the results obtained through test.

1.

양방향 보강(Bidirectional)된 구조로 이루어졌다. 이러
한 GFRP PIPE의 재료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험을 수
행하였으며, 실험 종류는 [Fig. 1] 과 같다.

서 론

GFRP(Glass fiber composite material)를 구성하는 재
료는 일반적으로 섬유 30%, 모래 40%, 수지 30%로 구성되
어 있다. GFRP는 고강도 재료이면서 시공성이 좋고 경제
적이며 내식, 내마모성이 우수해 기존의 건설 재료들에
비해 많은 장점들을 가지고 있다. 재료의 중량이 줄어들
고 강도가 고강도화 됨에 따라 구조물은 더욱 얇은 박판
구조로 설계-시공되며, 이에 따라 구조물의 좌굴 문제가
더욱 중요하게 된다. 섬유보강 복합관은 좌굴이 지배적
설계요소로 고강도 재료 구조물에 그 사용성이 나날이 늘
고 있는 추세이다. 섬유보강 복합관은 섬유의 배열 및 섬
유의 두께/직경비의 영향으로 좌굴특성이 달라지고 또한
원주방향 강성 및 길이방향 강성이 좌굴에 영향을 받는
구조물이며 이와 같은 복합재료는 원하는 방향으로 강성
을 조절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GFRP Pipe
를 기준으로 유리섬유 보강층의 적층각을 달리하고 더불
어 수지-몰탈층의 수지 함량을 변화시켜 재료적인 특성을
재료 실험을 통해 분석하고 적층된 복합관에 대해서 좌
굴특성을 분석하였다.

2.

Fig. 1

수행 실험 종류

2.1 길이방향 인장 실험
인장 실험은 GFRP Pipe의 유리섬유 보강층에 대해 유
리섬유 적층각을 달리하여 이방성 재료이므로, 관로의 길
이 방향과 원주 방향에 따라 KS M 3370 및 KS M 3333을
기준으로 인장 실험을 실시하였다. 길이방향(longitudinal
direction) 및 원주 방향(transverse direction)의 인장
시험편은 직경 300mm 의 수지-몰탈층이 없는 원형관의 일
부분을 절단하여 Fig 2. a)와 같은 시험편을 제작하였다.
길이방향(longitudinal direction) 시험편은 현재 사용
되는 GFRP Pipe와 같은 재료 구성으로 하되 유리섬유 적
층시 그 적층각을 달리해서 제작하였다. 유리섬유의 적층
각은 길이방향을 기준으로 하여 90°, 60°, 45°로 유리
섬유를 적층 하였으며 KS M ISO 8513 에서 제시하고 있
는 방법으로 각 적층각별로 시험편을 제작하였다.

재료물성 실험

GFRP Pipe는 Fibrous Composite인 섬유보강 수지 층과
Particulate Composite인 Resin-Mortar층을 적층하여 만
들어진 Laminated Composite으로 분류되며, 섬유보강은

* 정회원, 고려대학교 건축사회환경공학부 석사 , E-mail: dash4one@naver.com - 발표자
** 정회원, 한국 해양 연구원 연안 개발·에너지 연구부 연수연구원 , E-mail:thekeyone@korea.ac.kr
*** 정회원, 고려대학교 건축사회환경공학부 석사과정 , E-mail: bestcivileng@korea.ac.kr
**** 정회원, 고려대학교 건축사회환경공학부 교수(교신저자) E-mail: yjkang@korea.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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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시험편
b) 실험 기기
Fig 2. 길이방향 인장 실험방법
실험 방법은 KS M ISO 527-4 를 참고하여 Fig 2.b)와
같이 시험편의 중앙에 strain gage를 부착하여 Extension
meter를 장착한 후 길이방향 인장 실험기에 설치하여 변
위 하중 방식으로 진행하였다.길이 방향 인장 실험 결과
는 Table 1과 같다.
Table 1.

길이방향 인장실험 결과

시험편 종류

극한하중
(kgf)

극한강도
(kgf/cm2)

탄성계수
(kgf/cm2)

시험편 1 (FB90)

4803.33

4285.98

234,565

시험편 2 (FB60)

8720

7397.08

544,083

시험편 3 (FB45)

10722

10236.18

625,707

Fig 3.

인장실험 시험편 응력-변형률 그래프

2.2 원주방향 인장 실험
원주 방향(transverse direction) 시험편 또한 길이방
향(longitudinal direction) 시험편와 마찬가지로 현재
사용되는 GFRP Pipe와 같은 재료 구성으로 하되 유리섬유
적층시 그 적층각을 달리해서 제작하였다. ASTM D
2290-04 에서 제시하고 있는 방법을 참고하여 유리섬유의
적층각을 길이방향을 기준으로 하여 90°, 60°, 45°로
유리섬유를 적층한 원형관을 횡방향으로 절단하여 각 적
층각별로 Fig 4.a)와 같은 시험편을 제작하였다.

시험편의 대부분이 시험편의 가운데 부분에서 파단이
일어났으며 각 시험편의 파단 형상이 달리 나타남을 알
수 있다. 각 적층각에 따라 유리섬유와 수지층이 재료분
리가 일어나며 파단이 일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
3.의 응력-변형률 그래프를 통해서 재료가 파괴될 때까지
선형에 유사한 형태를 보임을 알 수 있으며 각 그래프를
비교하여 보면 적층각이 커질수록(45°->90°) 극한 강도
및 탄성계수(E) 값이 커짐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는 적층
각을 달리하여 유리섬유 보강층을 적층하였을 때 길이방
향에 가까운 각도로 적층을 하였을 경우 극한 강도 및 탄
성계수가 커짐을 의미한다.

a) 시험편
b) 실험 기기
Fig 4. 원주방향 인장 실험방법
실험 방법은 ASTM D 2290-04 에서 제시하고 있는 방법
을 참고하여 Fig 4.b)와 같이 시험편의 양쪽의 노치 중앙
에 strain gage를 각각 부착하여 널링 실험기에 설치하여
변위 하중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원주 방향 인장 실험 결
과는 Table 2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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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원주방향 인장실험 결과

2.3 수지-몰탈 공시체 압축 실험

시험편 종류

극한하중
(kgf)

극한강도
(kgf/cm2)

탄성계수
(kgf/cm2)

시험편 1 (FR90)

7149.03

4994.11

223,622

시험편 2 (FR60)

18613

14874

415,725

시험편 3 (FR45)

24675.23

17414.92

651,774

GFRP Pipe를 이루는 층 중의 하나인 수지-몰탈 층과
같이 주재료를 고정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재료를 기반재
료(matrix material)이라 부른다. 현재 GFRP Pipe 제작시
수지-몰탈층의 수지 함량은 15% 내외로 적용하고 있으며
이번 실험에서는 수지 함량을 기존 함량보다 증가시켰을
경우의 파괴 양상 및 거동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수
지-몰탈층에 대한 강도실험은 특별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
기에, KS F 2403 기준을 참고하여 높이 200mm, 지름
100mm 의 공시체를 제작하였으며 KS F 2405 을 통해 실험
을 진행하였다. 수지 함량을 총 수지-몰탈 대비 15%,
20%, 30%로 구분하였으며 각 함량별로 5개의 시험편를 만
들어 매초 (0.6±0.4)MPa 압축 응력 증가율로 실험을 진
행하였다. 공시체의 압축 실험 결과는 Table 3와 같다.

시험편의 대부분이 시험편의 노치 부분에서 파단이 일
어났으며 각 시험편의 파단 형상이 길이방향 시험편과 같
이 다르게 파단이 나타남을 알 수 있다. 각 적층각에 따
라 길이방향 기준 적층각이 작을수록 유리섬유와 수지층
의 재료분리가 비교적 깔끔하게 이루어진 반면 90°로
적층된(길이방향과 원주방향으로 직교하여 적층된) 시험
편의 경우 원주방향으로 적층된 유리섬유가 끊어지며 터
져버리는 형상을 보여준다. 또한 Fig 5.과 같이 적층각이
커질수록 극한강도 및 탄성계수 값이 증가하며 재료가 파
괴될 때까지 선형에 유사한 형태를 보임을 알 수 있다.
이는 적층각을 달리하여 유리섬유 보강층을 적층하였을
때 원주방향 인장실험에서는 길이방향에 멀어지는 각도로
적층을 하였을 경우 극한 강도 및 탄성계수가 커짐을 의
미한다.

Table 3.

공시체의 압축 실험 결과

시험편 종류

극한하중
(kgf)

극한강도
(kgf/cm2)

탄성계수
(kgf/cm2)

시험편 1
(RM15)

69735

887.89

98,492

시험편 2
(RM20)

63130

803.80

112,296

시험편 3
(RM30)

86930

1106.83

129,941

Fig 6과 같이 수지함량이 증가할수록 공시체가 고강
도를 띄며 파괴 또한 고강도 콘크리트와 같이 파괴가 일
어남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는 곧 수지-몰탈층에서의
수지 함량이 클수록 수지-몰탈층의 강도 및 탄성계수가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다.

Fig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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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

Fig 6.

론

GFRP는 고강도 재료이면서 경제적이며 시공성이 좋고
내식, 내마모성이 우수해 기존의 건설 재료들에 비해 많
은 장점들을 가지고 있다. 반면 현재 GFRP Pipe를 제작함
에 있어서 내외부 유리섬유 보강층과 수지-몰탈층의 두께
비율에 대한 적절한 기준이 제시되지 않은 상황이다. 따
라서 본 연구에서는 GFRP Pipe 의 유리섬유 보강층의 적
층각을 변화시키고 수지-몰탈층의 수지 함량에 따른 재료
실험을 수행하여 GFRP Pipe 의 재료적 특성을 분석하였으
며, 그에 따라 내외부 보강층과 수지-몰탈층의 두께 비율
에 따른 유한요소해석을 진행하였다.
수지-몰탈 층의 수지 함량이 증가할수록 수지-몰탈층
강도는 증가하며 유리섬유 보강층의 적층각이 커질수록
원주방향강성은 증가함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공시체 응력-변형률 그래프

3. 유한요소 해석
GFRP Pipe의 재료물성 실험결과를 토대로 유한요소해
석을 수행하였다. 유한요소해석에 사용한 Element는 8절
점 shell 요소 및 20절점 solid 요소를 사용하였으며 탄
성계수 (Modulus of Elasticity)는 재료물성 실험 결과값
을 사용하였다. 연성관이므로 하중조건은 면에 수직으로
등분포 하중을 가하였다. 관의 내부 라인을 따라 반지름
방향과 원주방향의 변위를 구속하고 관의 길이는 무한이
길다고 가정하므로 길이방향의 변위가 생기지 않도록 양
끝 단에서 길이방향의 변위를 구속한다. 적층 각에 따른
좌굴하중은 Fig 6과 같다.

또한

은

수지-몰탈 층의 강도에 큰 영향을 받지

않으며 수지-몰탈 층은 좌굴에 영향이 미비하며 전체
두께 대비 유리섬유 보강층의 두께비율이 16~19% 일 때가
우수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GFRP PIPE 설계 시
심부층을 구성하는 수지-몰탈층을 대체하여 사용 가능
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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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발하중을 받는 AFRP 벽체구조의 탄소성 거동에 미치는
섬유 보강각도 변화의 영향
Fiber-angle effects on the Elasto-Plastic behaviors of AFRP wall
structures subjected to blast load
김 규 동* · 노 명 현** · 이 상 열***· 장 석 윤****
Kim, Gyu-Dong · Noh, Myung-Hyun · Lee, Sang-Youl · Chang, Suk-Yoon
ABSTRACT
본 연구는 폭발에 의한 충격 하중이 작용하는 경우에 대하여 AFRP(KFRP)로 이루어진 벽체 구조의 화이버 보강각도 변화에 따른
방폭 성능 효과를 비교 제시하였다. 실제 폭발시험과 근사한 해석을 도출해내기 위해서 실제충격을 정확하게 묘사할 수 있는
구성 방정식과 상태방정식을 포함한 정교한 수치 시뮬레이션 해석을 수행하였다. 폭발에 의한 극한 충격하중과 같은 순간적인
동적인 문제를 해석하기 위하여 극도의 비선형성 해석과 고속충돌해석에 특화된 AUTODYN-3D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화이버 보강
각도의 변화가 AFRP 벽체의 탄소성 거동에 미치는 영향을 상세 분석하였다.
keywords : 복합소재, 화이버 보강각도, 폭발 하중, 탄소성 거동

1.

시한 것이다 (노명현과 이상열, 2011).

서 론

복합신소재는 경량이면서 우수한 역학적 성질을 가지
고 있어서 우주, 항공, 선박, 기계 등 산업 전반에 걸쳐
널리 응용되고 있다. 최근 테러를 비롯한 각종 폭발사고
등이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는 상황에서 복합소재의 우수
한 역학적 장점을 활용한다면 주요구조물의 첨단 방재 기
술로서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복합소재
는 동일한 재료와 물성을 갖는 경우에도 섬유 보강각도
또는 적층 개수 등의 변화에 따라 상이한 강성을 보이게
된다(Chen et al.,1997).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화이버
보강각도의 변화에 초점을 두고 AFRP(KFRP)로 이루어진
벽체 구조에 대하여 폭발하중 재하 시뮬레이션을 수행하
며, 섬유 보강각도 변화에 따른 탄소성 상태에서의 거동
변화를 비교 평가하기로 한다.

2.

(a) AFRP 벽체 모델링

폭발 시뮬레이션

본 연구의 폭파 시뮬레이션을 위하여 전용 프로그램인
AUTODYN-3D를 적용하였다 복합소재의 다양한 탄소성 거동
을 규명하기 위하여 AUTODYN에 내장되어 있는 기본 물성
을 도입하였다. AFRP 벽체의 길이와 두께 비율은 다양하
게
변화시켰으며,
[0/90/90/0],
[15/-75/-75/15],
[30/-60/-60/30], [45/-45/-45/45], [60/-30/-30/60]으로
보강각도를 변화시키면서 적층을 하고 4개의 변에 대하여
경계조건을 적용하고 TNT를 폭발시켰다. 그림 1은 쉘로
모델링했을 경우의 폭파 해석 대상의 구조를 요약하여 도

*
**
***
***

(b) 폭풍파 시뮬레이션(Euler)

학생회원∙안동대학교 토목공학과 석사과정 kkd1514@korea.com - 발표자
정회원∙RIST 강구조연구소 선임연구원 mhnoh@rist.re.kr
정회원∙안동대학교 토목공학과 조교수 lsy@andong.ac.kr
정회원∙서울시립대학교 토목공학과 명예교수 changsy@uos.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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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0/90/90/0]

(b)[15/-75/-75/15]

(c) 전체 해석 대상 (쉘 모델)

(a) [45/-45/-45/45]
(b)[60/-30/-30/60]
Fig. 3 화이버 각도 변화에 따른 소성영역 비교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화이버 보강각도 변화에 따
라 압력의 최대 진폭의 차이는 작으나 최대 압력에 도달
되는 시간은 화이버 보강각도에 따라 다름을 관찰할 수
있다. 이는 화이버 보강각도에 따라 강성이 변화되면서
탄성 거동에 영향을 주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그림 3은
폭발하중을 증가시켜 소성영역까지 도달하도록 한 후 화
이버 보강각도에 따른 소성영역의 면적을 비교한 것이다.
그림과 같이 화이버 보강각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d) 전체 해석 대상 (Solid 모델)
Fig. 1 수치 모델링
3.

해석결과 및 분석

4.

다양한 화이버 보강각도 변화에 대하여 탄성 및 소성
영역에서의 벽체에 발생되는 압력 차이를 분석하였다. 그
림 2는 폭발하중 작용시 손상이 발생되지 않는 탄성영역
상태에서의 시간에 따라 벽체에 발생되는 압력을 비교한
것이다.

요약 및 결론

동일한 물성과 재료를 사용하지만, 화이버 보강각도의
변화만으로도 폭발하중에 대한 탄소성 거동이 상이함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향후 보다 다양하고 상세한 매개
변수 연구를 통하여 결과에 대한 검증을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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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원 복합신소재 구조물의 간편한 해석 방법
Simple Method of Analysis for Three Dimensional
Advanced Composite Material Structures
한 봉 구* · 김 덕 현** · 최 종 민***
Han, Bong-Koo · Kim, Duck-Hyun · Choi, Jong-Min
ABSTRACT
Almost all buildings and infrastructures made of advanced composite materials are fabricated without proper design. Unlike airplanes or
automobiles, prototype test is impossible. One cannot destroy 10 story buildings or 100-meter long span bridges. People try to build
100-story buildings or several thousand meter long span bridges. In order to realize "composites in construction", the following subjects
must be studied in detail, for his design. Concept optimization, Simple method of analysis, Folded plate theory, Size effects in failure, and
Critical natural frequency. Unlike the design procedure with conventional materials, his design should include material design, selection of
manufacturing methods, and quality control methods, in addition to the fabrication method. In this paper, concept optimization and folded
plate theory are presented for practicing engineers.

1.

.

을 다루기로 한다

서 론

2. 구조물 개념의 최적화

거의 모든 복합재료로 만들어진 건물이나 사회간접

.

시설은 적절한 설계없이 제작된다 대부분의 건설관계

,

,

,

기술자의 교육 배경은 공학사이고 더 높은 학위를 가진

건설에 복합재료를 사용할 때 반드시 필자가 구조물

기술자들도 복합재료가 아닌 재래의 건설재료로 만들어

의 제 기본 개념이라고 이름붙인 새로운 개념에 근거한

진 건물 사회간접 시설까지도 만족할 만한 정확성을

최적설계를 실시해야 한다는 것은 여러 출판물에서 강

가진 설계 해석에 상당한 어려움을 갖는다 철근 콘크

조한 바와 같다

,

5

,

,

.
리트나 강철로 된 건물, 교량도, 시멘트 등(matrix)와 강
봉(fibers)과 같은 복합재료로 이루어진 3차원 구조물이
다. 그러나 기술자들은 이러한 구조물을 1차원 보, 기둥
으로 생각하고 설계하고 해석한다. 그러나 그들은 법규
나 시방서로 보호되어 있다. 복합재료로 된 거의 모든
건물이나 사회간접 시설에 대해서는 법규나 시방서도

,
(framework)로 생각하고
해석될 수 있다. 복합재료는, 일반적으로, 인장에 강하
다. 어느 구조요소가 인장하중에 대해서 설계되면, 얇은
단면을 갖게되고, 면내의 축방향 인장하중이 아닌 다른
형태의 하중에 대해서는 매우 취약하게 된다. 이것은,

없고 적절한 설계없이 제작 시공되고 있다 그런데 이

얇은 판들의 결합을 통하여 단면계수를 증가시킬 것을

러한 구조물들은 항공기나 자동차부품에 대해서 와는

필요하게 한다

,

,

.

토목 건축 구조물의 거의 대부분은 정확도는 많이 떨

어져도

.

1차원

구조요소의 뼈대

.

,

, 거의 모든 경우에 원형(prototype)
실험이 불가능하다. 시편(test piece) 강도나 축소
(sub-scale) 모델 시험강도는 일반적으로 현장구조재료
의 실재 강도보다 높다. 즉, 이러한 시험강도는 위험한
정보를 제공한다. 아무도 설계 강도를 얻기 위해서 설계
개념과 동일한 10층 빌딩이나 100미터 스팬의 교량을
파괴해 볼 수는 없다. 사람들은 100층 이상의 건물이나
수천미터 스팬의 교량을 건설하고 싶어 한다. 본문에서

구조물 뼈대가

달리 치수가 커서

1

1차원의

보와 기둥으로 해석되더라도

이들 차원 구조요소들은 얇은 벽의 모임으로 이루어진

3차원 구조물로서 FOLDED PLATES(shells)라 불리운
다. 결국, 복합재료로 만들어지는 건설용 구조물의 해석
은
등방성(prismatic)이던 비등방성(nonprismatic)이던
FOLDED PLATES의 해석이 된다.
교량 상판에 관해서는 수많은 재료와 구조개념, 제조공
정이 있으며, 이러한 문제에 관한 계획적인 관찰과 연
구에는 오랜 세월이 걸린다.

는 건설에서의 복합재료 활용을 실현하기 위해서 상세

,

하게 적용하고 또 필요하면 장차 더 연구해야할 내용들

* 정회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E-mail: bkhan@snut.ac.kr
** 정회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겸임교수, E-mail: dhkim@snut.ac.kr
***학생회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 E-mail: cjmin89@naver.com - 발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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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Prismatic folded plate structures
보강섬유는 일반적으로 인장에 강하다는 사실을 상기하면
박스모양의 요소
는 연구할 개념 중의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할수 있다 이 박스 모양 단면의 가진 보나 뼈대
는 바로
이론으로 해석될 수 있다 특히
샌드위치 요소도 박스모양 개념에 속한다 여러
가지 제조 공정 가운데서도 특히 상판을 기존의 거더위에 올
릴때 필라멘트 와인딩공법은 특히 좋은 방법이다 많은 손
상된 교량들은 몇 개의 양호한 거더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정방형의 상판이 짧은 경간 방향으로 와운드 될 때 긴경간
방향은 원래의 거더크기에 따라 만들어 질수 있다

(element)
.
FOLDED-PLATE
honeycomb
,
,

 
 
    






 
 
  
    



.
.

.

.

.

,

.

해진다

(1) 고전적 역학이나 탄성론이 사용될 수 있을 때, 이
경우는 “normalize"된 신장강성(extensional stiffness) 과
“normalize"된 휨강성(bending stiffness) 이 동일할 때 이루
어진다. 즉,

건설용 복합재료 구조부재의 효율적인 형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상형
단면인데 이런 단면의 각요
소
면은 탄성지지된 적층판으로 이루어진다 적
층판의 설계와 해석은 너무 복잡해서 상당한 수의 구조
기술자들은 복합재료설계에 대해 알레르기 증세까지 보
인다 전체구조물의 최초 기본설계시부터 각 판의 재료
선택 및 섬유배향등을 결정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다 경계조건은 탄성지지 되었으며 지지조건은 아
직 미지의 함수로 되어있다 일반적으로 복합재료 적층
판의 해석에 있어 경계조건은 고전적 역학이나 탄성론
의 경우와 같이 단순하지가 않다
횡방향 전단변형율이 무시된 간단한 경우에도 판의
휨 지배 방정식은 다음 개의 연립편미분 방정식이다

(element)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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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 r

,

.

.

A =- B

[ ABBAAB] r

,

°

.

A =- B

,

[ ABBCAAB] r

.

°

.

(5)

C = 0 or 90 , A =- B.

     
 





,

은 그러한 적층판 들의 일부이다

.

3

,

함에 따라 Β 16 Β 26 D 16 와 D 26 의 값이 감소한다 다음

,

.

,

B 16 B 26 D 16 및 D 26 가 으로 접근할 때

특정한 방향성을 갖는 많은 적층들은 층의 수가 증가

,

.

(4)

   

.

.

,

다음과 같은 경우가 성립한다면 계산은 상당히 간단

3. 건설구조물 해석을 위한 간편한 방법

(box)

(3)

(3)

,

만일 유사등방성 상수가 사용된다면 등방성 판에
대한 식이 사용될 수 있다
적층판의 비등방성을 나타내는 어떤 계수의 사용은
이런 형태의 적층판의 정위한 대부분의 구조물은 치수
가 커서 횡방향 전단변형의 영향이 무시될 수 있을만
하게 길이에 대한 두께 비가 적더라도 여러층의 적층
을 필요로 한다 예비 설계시에는 적층판내의 각각의 층
의 배향을 알 수 없다 이 사실은 대부분의 기술자들로
하여금 처음부터 곤란하게 만든다 유사등방성 상수의
사용은 간편하고 정확한 해석을 위한 지침을 제공한다

.

,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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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Tasi

. sector

복합재료 구조물의 예비설계시
비록 단면이
나 배향각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 제안한 유
사등방성 상수를 사용하면 문제 해결이 더 간단해진다
역대칭 형태의 적층판을 포함한

B 16 = B 26
D 16 = D 26

.

.

,
(transverse),
M , 와 변위의 세 성분, u v w, 가 미지수로 택해지면,
경사의 접합조건과 세 개의 힘의 평형조건이 각 절선(fold
line)에서 만족되어야 한다. 힘 의 표현이 변위로 표시되
므로, 적합조건은 자동적으로 충족된다. 지배적인 미분방
정식이 적분될 때 각 절선에서, 이 조건들이 만족되어야
한다.
위에
설명한
해석
방법이
있으므로
문제는
prismatic 이던 nonprismatic 이던 임의의 경계 조건을
가진 판을 해석하는 문제로 축소된다.
t

→ 0,
→0

“

로 되는 적층판들은 특별직교 이방성 적층판과 같은
방정식으로 취급 될 수 있다 [
] 모든 비등방성 재료
는 변환된 좌표축의 불변량인 이러한 상수들을 갖고 있
는데 이것은 각각의 복합재료가 갖고있는 최소한의 강도
를 나타낸다 적층판에 작용된 하중에 대하여 선택된 층
의 각도 배향에 관계없는 최소값은 어떠한 강성요소보다
더 좋은 설계요소가 된다
Q
상수는 다음과 같다

. 5, 6 .

.

=

[ Q ] iso

“

,

.

uasi-isotropic

 U1 U4 0
 U 4 U 1 0

 0 0 U5

,

론을 사용하여

.

,

구해질 수 있다 여기서 w mn
( isｏ )
등방 N xcr
은 각각

.

.

,
는 Fourier급수로 표시된
N xcr ( isｏ ) 등이

.

ayleigh

FRC ( 1) 2 =
/ [ ( h 3 /12)U 1 [4+2( r 2 -1)+ ( r 4-1)]

.

wmn = wmn

/ FRC

,

( ω n ) 2 = ( ω n isｏ ) 2․FRC 2

Nxcr = Nxcr ( isｏ ) ․ FRC 2

.

,

,

.

,

모든 곡면은 적절한 모양의 삼각형 판의 연속으로 고
려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론
은 모든 형태의 쉘 구조에 적용될 수 있다 모든 차원
구조물은
판으로 구성된 “
”
로 상당히 정확하게 표시될 수 있다 면내 또는 면
에 수직인 힘들의 영향을 받는
판 문제는 유한
차분법 유한요소법 또는 다른 방법들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면 문제는 두 인접하는
의 경계문제로 종착된

plates

,

.

. Pretlove ,

4. Folded plate 이론

.
sectorial

.

.

(7)

, nonprismatic folded pl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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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이러한 것들의 정확한 값은 다음과 같다
2

.

,

[ D 1 + 2D 3 + D 2 + 2D 3 ( r 2 -1)+ D 2 ( r 4 -1)]

( isｏ )

,

.

등방성 판의 고유진동수와 임

,

.

.

계 좌굴하중의 값이다 필자가 정의한 수정계수의 한 예
는 다음과 같다

.

”

.

그러면 유사등방성 상수를 계산한 다음 등방성 판이

ω n ( isｏ )

“

부식되는 공로교상의 콘크리트 슬래브나 건물의 문
제는 전 세계에서 심각한 문제로 되어있다 보수공사에
대한 결심을 하려면 믿을만한 비파괴 평가가 필요하다
또 공사완료 후 설계대로 시공되었는가도 평가해야 하
는데 이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믿을만한 방법의 하나가 현장에서 슬래브의 고유진
동수를 구하는 것이다 현장에서의 측정값과 설계단계
또는 도면에서 구한 값을 비교하면 파손의 정도를 비교
적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판이 경계에서 단
순지지되고 균등균질 단면을 갖고 등분포 하중을 받고
있지 않으면 믿을 만한 답을 구하는 것은 아주 어렵다
자유도가 하나인 체계의 진동해석의 가장 인기 있는
해석 방법인 R
방법은 에너지 보존의 원칙이다 :
자유진동체계의 에너지는 이것을 흡수하려는 감쇄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상수로 남아 있어야 한다
자유도가 무한개인 보의 경우 이 보를 단일 자유
도 체계로 축소하기 위하여 형태함수를 가정해야 한다
진동의 주파수는 운동중 발생한 최대 변형율에너지가
최대 운동에너지와 갖게 노아서 구해질 수 있다 그러나
이 방법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제 값보다 큰
값을 제공해준다 복잡한 보의 경우 정확한 형태함수를
가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런 경우 얻어진 값은 실제
값보다 크다
설계기술자는 이러한 구조요소의 고유진동수를 구해
야 하는데 이런 문제를 정확히 해결하는 것은 거의 불
가능하다
는 유효질량의 개념을 사용하여 부착
된 질량이 있는 보의 해석방법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
방법은 특정한 간단한 형태의 보와 하중의 경우에만 그
나마 근사치를 구할수 있게 한다
불규칙한 단면을 갖고 부착된 질량들이 있는 보나
탑 구조물의 좌굴하중과 진동의 고유주파수를 구하는
간단하면서 정확한 방법이 남산의 “서울타워”를 설계하
던 저자에 의해서 개발되고 고유진동수를 계산하는 방
법은 그 후 발표되었다 그 후에 이 방법은 복합재료 적
층을 포함하는 차원의 문제로 확장 적용되고 횡 방향
전단 변형률의 영향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를 포함한
여러 가지 하중조건 경계조건 변 단면 경우 등의 복합

(6)






”

”

5. 진동 해석

.

wmn ( isｏ )

.

다 각
는 경사될 수 있다
접선의 적합 및 평형조건 형태는 어떤 종속변수가 선
택되느냐에 달려있다 예를 들어 휨모멘트

,

,

8

재료 판 해석에 응용되고 미국 토목학회의 차 구조물
차 재료
등을 포함하는 국내외 회
의에서 발표되어왔다

Congress 4

Congress
.

Roofs of Umbrella Type," 16th Congress of Applied
Mechanics, Tokyo, Japan, 1966. 10. 19.

7. 결 론
구조물의 안전진단은 간단한 장비와 기술로 이루어
지는 것이 아니다 뼈대 전체의 차원 거동을 분석해야
하고 차원 구조로 잘못 알고 있는 보나 기둥도 차원
구조로 해석해야 한다 또 파괴역학은 아직도 완전히
이해되지 않고 있으며 우리가 별 의심 없이 사용해온
설계이론은 거의가 초보이론도 되지 않는다 모든 구조
재료는 복합재료인데 등방성으로 가정한데서 문제가 있
는 것이다 안전진단은 물론 진단후 보수도 복합신소재
이론으로 해석한 다음 복합재료로 진행해야 한다 이러
한 이유로 이글에서는 복합신소재의 과거 현재 매래를
설명하고 인간이 현재 알고 있는 설계이론의 수준을 확
인한 다음 미래 지향적인 연구방향의 제시 등에 중점을
두었다

.

,1

3

3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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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격하중에 대한 Steel-CFRP 복합 구조의 해석
Analysis of Steel-CFRP Hybrid Structure Subject to Impact Loads
김 정 중* · 김 승 억**
Kim, Jung Joong · Kim, Seung-Eock
ABSTRACT
In this study a hybrid system consisting of steel and carbon fiber reinforced polymer (CFRP) is considered. While CFRP
is selected for impact energy reflection due to its high strength, steel is selected for impact energy absorption due to its
high ductility. A numerical model considering the elastoplastic behavior of steel is formulated to simulate the dynamic
responses of the hybrid system subject to an impact load. A hybrid roadside guard rail system of steel rail and CFRP
post is proposed and analyzed with a case study. The numerical model for the hybrid roadside guard rail system is used
to find optimized design of the proposed hybrid system for future study.

1.

감쇠-스프링 시스템의 운동방정식은 식 (1)과 같이 구성
된다.

서 론

도로용 방호 울타리의 구조적 성능 목표는 울타리의
제한된 변위 이내에서 충돌 차량을 적정한 속도와 각도로
도로상으로 되돌려 놓는 것이다. 국내의 경우 도로용 방
호 울타리의 구조적 성능 기준으로 충돌속도 65 km/h, 충
돌각도 15°로 충돌하는 14,000 kg의 차량을 충돌속도의
60% 이상, 충돌각도의 60% 이하로 울타리의 최대변위 0.3
m 이내에서 되돌려 놓을 것을 제안하고 있다1. 이러한 구
조적 성능을 만족하기 위하여 도로용 방호 울타리는 충돌
에너지를 적절히 흡수하고 저항하는 구조로 설계되어야
할 것이다.
기존의 연구2에서 탄소섬유보강 폴리머 (CFRP)와 구조
용강 (Steel)으로 구성된 복합 구조가 제안되었다. 높은
인장강도를 가지지만 연성을 가지고 있지 않은 CFRP를 우
수한 연성을 가지고 있는 구조용 강과 결합함으로써, 충
격하중에 의한 에너지를 CFRP의 강도로 저항하고 구조용
강의 연성 변형으로 흡수하는 구조이다. 충격하중에 대한
Steel-CFRP 복합구조의 탄소성(elastoplastic) 거동 해석
을 위한 동적 해석 모델이 개발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충
격을 흡수하고 저항하는 복합 구조를 CFRP 기둥과 구조용
강판으로 구성된 도로용 방호 울타리에 적용하고 해석을
수행하였다.

2.

Fig. 1 Steel-CFRP roadside guard rail system

Fig. 2 Lumped mass, damper and spring modeling of the
proposed steel-CFRP roadside guard rail system

해석모형

Fig.1에 보인 CFRP 기둥과 구조용 강판으로 구성된 도
로용 방호 울타리를 Fig.2의 질량-감쇠-스프링 시스템으
로 모델링하였다. 충격하중을 흡수하는 구조용 강판의 탄
소성 거동을 구현하기 위하여 Fig.3의 강재의 이상화된
탄소성 구성방정식을 사용하였다. 강판에 직렬로 연결된
CFRP 기둥은 충격하중을 저항하는 구조로 고려되었으므로
선형탄성 구성방정식을 사용하였다. Fig.2에 보인 질량-

Fig. 3 Idealized elastoplastic model of steel

* 정회원․ 세종대학교 건설환경공학과 겸임교수, E-mail: jungjkim@sejong.ac.kr - 발표자
** 정회원․ 세종대학교 건설환경공학과 교수, E-mail: sekim@sejong.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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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식 (1)에서    는 각각 가속도, 속도, 변위를 나타
낸다. M, C, K 는 각각 질량, 감쇠, 강성도를 나타낸다.

     은 변위속도에 따른 강재판의 저항력이다. 아

Fig. 5. Displacement evolution of steel rail

래첨자 "R"과 “P"는 각각 강재판과 CFRP 기둥에 해당하
는 물성치를 의미한다.

3.

사례연구 및 토의

사례연구를 위한 재료의 물성치와 도로용 방호 울타리
의 치수가 Table 1과 Table 2에 각각 제시되었다.
Table 1. Mechanical properties

Material
CFRP
Steel

Density
(kg/m3)
1800
7800

Properties
E
Strength
(GPa)
(MPa)
245
2500
200
400

Fig. 6 Forces in steel rail, QRp = 67.2 kN
Rupture
strain
21%

본 연구에서는 CFRP 기둥의 강성도의 산정에 있어서
지반의 탄성을 고려하지 않았으며, 강재판의 강성도도 양
단 고정의 경우로 과도하게 산정되었다. 향후 강성도의
산정에 대하여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실
제 차량 충돌상황을 고려하여 충돌에 관여하는 기둥과 경
간의 수를 조정해야 할 것이다.

Table 2. Guard rail dimensions
Properties
Member
Rail
Post

L
(m)

I
(10-6m4)

A
(10-3m2)

h
(m)

4.0
0.55

12.6
22.2

1.29
4.73

0.3
0.162

4.

결론

CFRP 기둥과 구조용 강판으로 구성된 도로용 방호 울
타리에 대하여 탄소성 동적해석이 수행되었다. 향후 충격
흡수와 저항에 최적화된 강재판과 CFRP 기둥의 설계에 사
용될 수 있을 것이다.

차량충돌에 의한 충격하중은 Fig.4에 보인 삼각하중으
로 모델링 하였다. 해석결과 강재판의 최대변위는 0.152
m CFRP 기둥의 최대 탄성변위는 0.0004 m로 나타났다. 시
간에 따른 강재판의 변위를 Fig. 5에 보였다. Fig. 6은
시간에 따라 강재판의 휨에 작용하는 하중을 나타낸다.
강재판의 휨에 작용하는 하중이 소성하중 QRp = 67.2 kN을
넘지 않음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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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는 2012년도 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에 의한 한국
연구재단의 지원 (NO. 2011-0030842)과 2010년도 지식경
제부의 재원에 의한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KETEP)의 지원
(No. 20124030200050)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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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Impact load (Qmax = 80 kN and td = 0.1 s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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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단면리브로 보강된 일축압축을 받는 복합적층판의 국부좌굴에 관한
해석연구
Local Buckling Analysis of Laminated Composite Plates Stiffened with
U-Shaped Ribs under Uniaxial Compression
최 병 호* · 황 수 희**
Choi, Byung-Ho · Hwang, Su-Hee
ABSTRACT
This study is aimed to examine the influence of the rotational stiffness of U-shaped ribs on the local buckling behavi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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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re is a need to develope a simple design equation to establish the rotational
stiffness effect, which could be easily quantified by comparing the theoretical critical stress equation for laminated
composite plates with elastic restraints based on the Classical laminated plate theory. This study will contribute to the
future study for evaluating the design strength and optimum design of U-rib stiffened plates.

1.

단에 갖는 4변 단순지지 평판으로 모형화하여 서브패널
양측에 탄성스프링요소를 고려한다.

서 론

복합소재를 적층한 복합적층판(laminated composite
plate)은 섬유배향각과 적층순서에 따라 소요강성과 강도
를 조절할 수 있어 구조적 효율성이 높은데다 상대적으로
경량하여 구조물의 판 부재로써 활용되기 위한 매우 유용
한 특성을 갖고 있다. 이러한 복합적층판 적용에 관한 연
구나 사례가 매우 미흡하여 실제 응용에 제약이 될 수 있
다.
특히, U리브 보강판에서 나타날 수 있는 국부좌굴 강
도 증가효과는 개단면리브에 비해 폐단면리브에서 비틀림
강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보다 유리한 강도성능이 발휘
될 수 있다. 따라서, 본 발표 논문에서는 U리브를 적용한
복합적층 이방성 평판의 탄성구속효과를 정량화 하기 위
해 수행된 유한요소해석 방법과 해석 결과와 이론적 근사
해의 비교 검토과정 중에 있는 관련 연구 내용을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2.2 에너지 평형방정식 수립
좌굴 평형 상태에서 보강된 판의 Total potential을
구성하여 에너지평형방정식을 정립하였다.

    
  

(1)



여기서,  ; 외력에 의해 판 부재에 저장되는 변형에너지,

 ; 외력에 의해 양옆 탄성스프링강성에 저장되는
변형에너지,


 ; 외력이 판부재에 한 일.
2.3 유효스프링강성 수식화 및 좌굴강도공식 유도
유효스프링강성( )은 핵심 설계파라미터를 고려하여

2. 유사거동모형 수립

유효폭(  )의 양단 고정점에서 회전 변위(  )를 에 대한
강성식으로 적용하며, 이러한 유효스프링강성( )에 따

2.1 탄성스프링 구속패널 모형

른 국부좌굴강도 공식은 고전적인 적층판이론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유도될 수 있다(Reddy, 2004; Shan과 Qiao,
2008).

국부판좌굴 거동 특성에 따라 폐단면리브 보강판 구조
의 국부좌굴 거동은 장폭(  )에 의한 4변 단순지지 평판
으로 묘사될 수 있다. 그러나 좌굴강도에 있어서 폐단면
리브의 배치형상 및 강성에 따라 부등간격으로 인한 단폭
부에 의한 구속효과를 고려함으로써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탄성스프링강성이 구속하는 탄성스프링서브패널 모형을
반영한다. 탄성스프링 구속패널 모형은 탄성스프링을 양




   





      











   
이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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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Table 1. Sectional dimensions of U-rib stiffened plates
tp
w1
w2
w1/tp
n
a
(mm)
(mm)
(mm)
8
250
31.25
221.6
2
3
16
250
15.63
221.6
2
3



   
       
,








  

여기서,  ; U-rib에 발생되는 모멘트,

 ; U리브회전각.

3. 유한요소해석

8

250

31.25

221.6

2

5

16

250

15.63

221.6

2

5

8

250

31.25

221.6

2

16

250

15.63

221.6

2

7
7

3.2 유한요소 모델링

3.1 단면제원

유한요소 모델링은 U리브의 단면강성에 따른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U리브 복합적층판의 두께 변화에 따른 고
유치 해석을 실시하였으며, 고유치가 충분히 수렴되도록
 × 제원을 기준으로 최소  ×  개의 요소망을 배치
하여 전체 요소망을 구성하였다(Choi와 Yoo, 2005; 박성
미와 최병호, 2012; 최수영과 최병호, 2012). 복합소재의
적층구조의 배향각에 따른 변화를 검토하기 위해
Transversely isotropic 및 orthotropic 재료의 이론 정립
후, ABAQUS CAE내에서 Lamina타입으로 적용하여 적층
단면구조의 수치모델을 구성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Crossply타입 [(0°)4]s와 [(0°/90°)4]s 두 가지에 대해 적층판
구조 해석을 수행하였다. U리브의 높이 및 적층 ply두께
에 대해 적정 제원을 조정한 변수연구를 통해 소요 국부
좌굴강도를 획득하였다.

해석모델은 U리브 보강판의 일부를 떼어놓은 개념으로
Fig. 1에 보이는 바와 같이 분할 표준모형을 수립하였으
며 U리브가 중심간격  로 설치되어 있다. 분할 표준모형
이 보강판 전체의 좌굴거동과 유사하도록, 연속성과 대칭
성을 유지하기 위해 좌우 끝단에 U리브의 반단면이 설치
되고 Fig. 2와 같은 경계조건을 적용하였다. 이 때, 보강
판의 제원은 Table. 1에 제시된 바와 같다. 활용된 제원
정보는 국내외 구조물 설계자료를 참고하여 선정되었다
(Chou외 2006; AASHTO LRFD, 2007; 한국도로교통협
회, 2010).  는 U리브의 폭으로써 통상 U리브 순 간격
 에 비해 작게 적용되며, 따라서  이 보강판 국부좌굴
의 지배유효폭이 된다.

4. 결언
본 논문은 U리브로 보강된 복합적층판의 U리브 강성
에 따른 탄성좌굴강도를 살펴보고자 일부 분할모형을 수
립하고 이에 대한 3차원 유한요소해석을 위한 적정 모델
링 과정을 검토하였다. 보강판 국부좌굴모드(PLB)의 특
징은 U리브가 설치된 위치에서 보강된 판의 고정점이 형
성되는 것이며, 폐단면리브 구간 내 부등간격 판좌굴 거
동으로 인한 단폭부에 의한 구속효과를 고려함으로써 보
다 합리적인 좌굴강도를 산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
다. 본 논문에 제시된 유한요소해석 방법을 통해, 회전강
도 증가효과를 고려한 강도공식이나 관련 근사해법이 검
증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추후, 보다 다양한 단면제
원, 적층배향각이나 ply두께에 따라 최적 설계방안에 대
해서도 검토할 수 있는 변수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
며, 본 연구내용은 이에 응용될 수 있을 것이다.

Fig. 1 Partial modeling of U-rib stiffened plates

감사의 글
본
연구는
한국연구재단의
일반연구자지원사업
(2011-0013918)에 의한 연구비 지원으로 수행되었으며,
이에 감사드립니다.

Fig. 2 Finite element mesh and boundary condition
of the stiffened plate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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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RP를 이용한 강재 보강에서 보강방법에 따른 부착성능
Bond Capacity of Steel Members Strengthened
by Various methods using AFRP
류 재 용* · 이 원 식** · 오 경 진*** · 이 상 우**** · 최 성 모*****
Ryoo, Jae-Yong · Lee, Won-Sik · Oh, Gyung-Jin · Lee, Sang-Woo · Choi, Sung-Mo
ABSTRACT
The Adhesion method is general to reinforce steel structures using FRP(Fiber reinforced Plastic) material. Until recently in
many studies, the adhesion method is being utilized. Most of the problem of this method have been eliminated. The bond
performance is not enough due to the delaminate of epoxy between FRP and steel. In order to improve the problem, a
bolt tighting, FRP sheet wrapping is to evaluation the degree of bond performance improvement in study.

1.

고 전기전도성이 없는 아라미드섬유(Aramid Fiber
Reinforce Plstic, AFRP)를 사용하였다. 강재와 AFRP의
접착제는 국내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사용하였다.

서 론

FRP(Fiber Reinforced Plastic) 소재를 이용한 구조물
의 보강 방법은 콘크리트 구조물에 널리 통용되고 있으
나, 철골 구조물 보강에 적용된 사례는 국내․외적으로 극
히 적다. 철골 구조물의 보강공법으로는 강판 보강공법이
주로 사용되고 있으나, 일부 구조물에서는 고정 설비 및
기타 간섭물로 인하여 보강 시공이 번거롭고, 보강부재
접합시 원부재의 단면 손실이 수반되는 단점이 있다. 반
면, FRP를 이용한 보강공사의 경우 재료의 자중이 가벼워
서 취급 용이, 내화학성능 우수, 유지비용 절감 등의 장
점을 갖고 있어 콘크리트 구조물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
FRP 소재의 지속적인 발전으로 인하여 물성이 개선되었
고, 접착제의 부착성능이 향상되어 유럽, 미국 등 선진국
에서는 FRP를 이용한 철골 구조물의 보강 관련 연구를 수
행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적용 사례와 기술 자료가 드
문 상황이다. 국내의 경우, FRP 소재에 적합한 접착제는
한가지만 생산되고 있어, 비교 평가에 제한적이다. 본 연
구에 앞서 수행한 강재와 FRP의 부착성능평가 결과, 접착
제만으로는 강재와 FRP의 부착성능이 충분히 발휘되지 않
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강재와 FRP의 부착성
능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볼트 체결과 FRP 쉬트 랩핑을
활용하여 부착성능 향상 정도를 평가하고자 한다.

2.

Table 1. Mechanical properties of Adhesive material
압축강도
(MPa)

인장전단부착강도
(MPa)

15～35

91

10

Table 2. Mechanical properties of Steel and AFRP
종류

강재

AFRP

인장강도(MPa)

490

1,600

인장탄성계수(GPa)

206

61.2

특성

비중(강판대비)

1.0

1/5

전도성

전도체

비전도체

2.2 실험체 및 실험방법
FRP와 강재의 두께는 각각 2.4, 5.0㎜이다. 이 경우
실험체에는 편심에 의해 인장력이 균등하게 작용되지 않
는다. 본 실험에서는 양단부에 실험체와 동일 두께의 강
재와 FRP Strip를 추가로 부착하여 편심의 영향을 최소화
하였다. 데이터 수집 및 거동 관찰을 목적으로 1.5㎜/min
의 속도로 300kN UTM 장비를 이용하여 실험체에 인장하중
을 가력하였다. 실험 변수는 접착제만으로 강재와 FRP를
부착한 경우와 추가적으로 볼트 체결과 FRP 쉬트 랩핑한
경우로 나누어진다. 모든 실험체는 각 2개씩 실험하였으
며 Fig 1과 2에 변수별 형상과 실험 세팅 전경을 나타내
었다.

부착성능실험

2.1 소재
본 연구에서는 국내 규격 강재인 SM 490강재를 사용하
였다. FRP는 강재 대비 약 4배 이상의 인장강도가 우수하
*
**
***
****
*****

적정사용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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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실험 결과

(a)

기본형(s)

실험 결과는 항복하중, 최대하중, 슬립 발생시 하중의
평균값을 Table 3에 나타냈고, 하중-변위 곡선은 Fig 3과
같다. 접착제만으로 부착된 실험체의 최대하중은 126kN,
항복하중은 87kN으로 나타났다. 또한 FRP 탈락이 시작되
는 시점에서의 하중이 급격히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착강도를 증진시키기 위해 볼트로 보강된 실험체의 최
대하중은 222kN, 항복하중은 119kN으로 나타났다. 접착제
가 탈락되는 시점에서의 하중 저감율은 무보강 실험체와
비교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FRP 쉬트 랩핑한 실
험체는 가장 높은 최대하중과 항복하중을 결과를 나타냈
으며, 접착제 탈락이후 하중 저감은 매우 적은 것으로 나
타났다.

볼트체결(SB) (c) 쉬트랩핑(SW)
Fig. 1 실험변수별 형상
(b)

3. 요약
강재의 휨보강에 AFRP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부
착강도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 접착제만으로는 철골 구
조물의 보강재로서 AFRP를 활용하기 위한 충분한 부착강
도 확보가 어렵다. 추가적인 보강방안이 함께 이루어져야
만 보강재로서 AFRP가 갖는 우수한 소재 특성을 활용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볼트 체결과 쉬트 랩핑을 통한
부착강도 향상 정도를 일부 확인할 수 있었다.

감사의 글
Fig. 2
Table 3. Bond test results
실험체

실험체 형상

본 연구는 지식경제부 재원으로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KETEP)의 지원(No.20111020100040)으로 수행되었으며, 이

항복하중
(kN)

최대하중
(kN)

슬립발생
하중(kN)

기본

C

87

126

82

볼트체결

CB

119

222

119

300

134

쉬트랩핑
CW
132
C : Control (only Adhesive)
CB : Adhesive + Bolt
CW : Adhesive + Sheet wrapping

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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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Load versus disp. of bond test specim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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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 박스 Girder 복부판의 전단강도 유한요소 해석
Finite element analysis of the web shear strength of composite box
gi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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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 Kee-Sei · Kim, Dea-Hyeok · Park, Jong-Sup · Kang, Young-Jong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s web shear buckling behavior of composite box girder according to the aspect ratio. The nonlinear
finite element analyses on composite box girder model having shell elements and solid elements were performed. Also,
the steel was modeled as an elasto-plastic material. Ultimate web shear buckling behavior of composite box girder was
analyzed, and were compared the inelastic analysis results with shear buckling behavior of plate.

1.

용하였다. 복부판의 전단강도 해석에 위한 경계조건 및
하중을 검증하기 위하여 그림 1 과 같은 Plate모델에 경
계 조건 및 하중을 재하하여 탄성전단좌굴해석을 수행하
였다.

서 론

최근 교량의 급속시공 방법을 위한 많은 연구가 진행
되고 있다. 그중 교량의 모듈화는 빠른 제작과 시공을 위
하여, 강판과 강판을 용접을 통한 연결이 아닌, 공장에서
강판을 절곡을 통하여 후판을 만들고, 이 위에 얇은 강판
으로 슬래브 틀을 만들어 콘크리트 타설을 함으로써, 합
성박스 Girder 모듈을 만든다. 이를 교량공사현장으로 이
동 후 연결을 통하여 빠르게 교량을 완성하게 된다.
모듈공법에서 2차 부재(가로보, 수직보강재, 다이아프
램 등)의 연결은 모듈 공법의 급속성과 시공 용이성에 영
향을 미친다. 그 중, 수직보강재는 복부판의 전단좌굴 방
지와 가로보 연결을 위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도로교 설
계기준(2012)에서 수직보강재 설치간격은 복부판 높이(D)
의 3D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고, 박스단면의 전단강
도 산정은 플레이트 거더의 전단강도방법에 따라 적용을
하게 되어 합성박스 Girder 복부판의 전단강도를 정확히
산정하기는 어렵다. 본 연구에서는 복부판의 순수전단력
을 재하하여 복부판 전단강도 해석을 방법을 연구하였고,
적합한 경계조건 및 하중 재하조건을 검증하고, 합성 박
스 Girder의 길이를 다르게 하여 탄성전단좌굴해석 및 극
한전단해석을 수행하였다.

Fig. 1 Plate

Plate에 적용된 경계조건은 Plate 각 변은 면외 방향
(X축)을 고정을 하였고, Plate 중심점을 길이방향(Z축)과
횡방향(Y축) 및 X축 회전을 고정으로 하였다. 그리고
Plate에 순수전단력을 주기 위하여 그림 1 에 있는 화살
표 방향대로 같은 크기의 힘을 재하하여, 휨 모멘트는 발
생되지 않도록 하였다. 적용된 Plate의 물성치는 HSB500
으로, 탄성계수 E=205,000MPa, 프와송비 μ=0.3, 항복강
도  =380GPa 이다. 해석방법은 Plate 복부판 높이(D)를

2. Plate 탄성좌굴해석방법 및 해석검증
콘크리트 슬래브와 강판이 연결된 합성박스 Girder 복
부판에 순수한 전단력이 작용할 경우, 해석을 하기 위하
여 범용 유한요소해석 프로그램인 ABAQUS(Ver 6.10)을 사

*
**
***
****

모델링

1200mm 으로 고정하고, Plate 길이 방향 (a)를 1200mm,
2400mm, 3600mm, 4800으로 하여 Plate 길이와 복부판 높
이비(Aspect Ratio)를 1 ~ 4까지 늘려가면서, 탄성좌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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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을 수행하였다. ABAQUS를 가지고 해석한 탄성좌굴강도
를 Timoshenko와 Gere(1961)가 제시한 Plate의 탄성전단
좌굴응력 식(1)에 복부판의 단면적( )을 곱한 탄성전

판의 높이 1200mm 이고, 두께는 12mm로 하였다. 적용된
콘크리트 물성치는 탄성계수 E=29285.7MPa, 프와송비 μ
=0.3 이고, 강재로 이루어진 Girder의 물성치는 HSB500으
로, 탄성계수 E=205,000MPa, 프와송비 μ=0.3, 항복강도
 =380GPa이다.

단강도 식(3)을 계산하여 비교 검증하였다.

   

     


(1)

여기서,  : 탄성좌굴응력


: 전단좌굴계수

 : 복부판 높이
 : 복부판 두께



      


(2)

   ×    ×  × 

(3)

Table 1.

탄성좌굴강도 비교검증 (단위 kN)
ABAQUS
탄성전단
좌굴강도

Timoskenko
and
Gere(  )

오차율

Aspect Ratio 1

5031.50kN

4978.86kN

1.05%

Aspect Ratio 2
Aspect Ratio 3
Aspect Ratio 4

3379.36kN
3083.42kN
3019.32kN

3379.65kN
3083.50kN
2979.85kN

3.86%
1.65%
1.32%
Fig. 3

표 1과 같이 상용프로그램인 ABAQUS으로 해석한 탄성
전단좌굴강도 값과 Timoshenko and Gere이 제시한 탄성좌
굴응력 이론식을 토대로 탄성전단좌굴강도 값을 비교한
결과, 오차율이 1 ~ 4%으로 해석에 사용된 경계조건 및
하중에 대한 적절성을 검증하였다.

Plate에 적용되었던 경계조건을 합성 박스 Girder에
적용을 하였다. 그림 3에서 기호(1)로 표시되어 있는 복
부판의 양끝과 Girder 복부판과 복부판 사이에 있는 상하
플랜지는 면외방향(X축)을 고정하였으며, 기호(2)로 복부
판 중심점은 길이방향(Z축)과 높이방향(Y축) 및 X축 회전
을 고정하였다. 해석방법은 합성단면 Girder의 복부판 높
이(D)를 1200mm 으로 고정하고, Girder 길이 방향 (a)를
1200mm, 2400mm, 3600mm, 4800으로 하여 Girder 길이와
복부판 높이비(Aspect Ratio)를 1 ~ 4까지 탄성좌굴해석
및 극한 강도해석을 수행하였다. 슬래브의 콘크리트 강성
부분과 하부 플랜지로 연결된 부분이 복부판의 전단강도
에 미치는 영향을 알수 있도록 Plate 탄성좌굴해석 및 극
한강도해석 결과와 비교하였다.

3. 합성박스 Girder 복부판의 전단좌굴해석
콘크리트 슬래브와 강판 Girder로 합성된 박스 Girder
의 복부판 탄성전단좌굴해석 및 극한강도해석을 수행하였
다. 해석 모델은 그림 2 와 같다.

Fig. 2

경계조건

합성 박스 Girder 단면

이 연구에서 해석한 합성 박스 Girder 모델은 콘크리
트 슬래브에서 압축에 의한 국부좌굴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 200mm의 높이로 하였다. 합성된 단면에서 수직 복부
55

Table 2.

탄성좌굴 Mode Shape 및 탄성좌굴강도 비교
Plate 탄성좌굴

합성Girder 탄성좌굴

5031.5kN

6191.95kN

Aspect Ratio 1
Mode Shape

탄성전단좌굴강도

(a)Plate 하중-변위 그래프 (b)합성Girder 하중-변위그래프
Fig. 4 하중-변위 그래프

Aspect Ratio 2
Mode Shape

탄성전단좌굴강도

4. 결론

3510.36kN

4704.93kN

3134.43kN

4415.24kN

3019.32kN

4308.83kN

콘크리트 슬래브와 강재의 Girder가 합성된 박스
Girder에서, 복부판에 순수전단력을 재하할 경우, 전단강
도해석 방법을 검증하기 위하여, Plate의 탄성좌굴강도와
Timoshenko & Gere의 이론식을 비교하여 오차율이 1%~4%
사이로 검증이 되었다. 검증된 경계조건 및 하중재하 방
법을 합성된 Girder에 적용하여, 복부판의 두께와 높이를
일정하게 하고, 길이를 늘려가면서, Plate와 합성박스
Girder 복부판의 탄성전단강도 및 극한전단강도를 비교를
통하여 복부판과 연결된 플랜지가 복부판의 탄성 및 극한
전단강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았다. Plate와 합성박스
Girder의 전단강도 비교를 통하여 Aspect Ratio에 따라
탄성전단좌굴강도 및 극한전단강도가 18% ~ 40%까지 증가
함을 보였다.

Aspect Ratio 3
Mode Shape

탄성전단좌굴강도

Aspect Ratio 4
Mode Shape

탄성전단좌굴강도

극한전단강도해석은 재료 및 기하학적 비선형 해석을
하였다. 강재의 물성치는 탄소성 물성치로 적용하였으며,
비선형해석에서 복부판의 초기변형은 탄성좌굴형상을 적
용하고, 초기 변형의 값은 D/10,000 으로 하였다. 극한전
단강도는 변형된 형상에서 면외 방향으로 발생한 최대
Node에서 하중-변위 그래프를 그려서 산정하였다. 그림
4는 Aspect Ratio가 1~4까지의 Plate와 합성단면 Girder의
면외 방향 최대 변위를 가진 Node의 하중-변위 그래프이
다.

에 따른 강도증가율

Fig. 5 Aspect Ratio

본 연구에서 검증된 순수전단력이 재하된 복부판의 탄
성 및 극한 전단해석 방법을 합성박스 Girder의 상하 플
랜지 강성이 복부판의 전단강도에 미치는 연구와 복부판
의 두께와 Aspect Ratio를 매개변수로 하는 합성단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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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rder 후좌굴강도 연구에 적용하여, 향후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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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매입형 신형상 합성보의 성능평가에 관한 연구
A study on structural performance of partially concrete-filled
new type composite beam
윤 명호* · 이 윤 희** · 이 예 슬***
Yoon Myung Ho · Lee Yoon Hee · Lee Ye Seul
ABSTRACT
The demand for the structural system of reduction in story height increases because buildings are getting higher. The
existing method of construction is not efficiency. Thus, it is hard to reduce the story height and this method cannot
secure economics as expected. This study aims at developing the partially concrete-filled new type composite beam,
which can efficiently resist against the negative moment and positive moment, for the reduction of deflection. Through
case studies on loading of concentrated load and uniformly distributed load to fixed beam, we could find the most
efficient ratio of moment of inertia. Consequently the gap space between middle and end beam can be used as facilities
installation, moreover the suggested Omega beam system is expected to get the effect of reduction in story height as well
as reduction of quantity.

1.

(    )에 따른 보의 재단 고정모멘트와 최대 처짐의 관

서 론

계로부터 효율적인 단면비를 찾고자 하였다. 이 과정에서
전체 보의 길이와 단부 보강구간(단부보)의 길이 비()
또한 보의 성능과 재료 및 층고절감에 큰 영향을 미치므
로    와 를 변수로 하여 OMB의 최적 설계 조건을 모

최근 건축물의 고층화와 장스팬화가 요구됨에 따라 시
공의 경제성과 건물 사용 효율성 등을 만족시킬 수 있는
구조형식의 선택이 매우 중요하게 되었다. 기존의 철골조
건축물에서 보 부재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단면은
 형강으로 상부 플랜지 위에 슬래브가 올라가기 때문에
층고 절감에 불리할 수밖에 없으며 합성효과가 적거나 미
미하기 때문에 구조적 효율성도 떨어진다. 이러한 철골조
바닥시스템의 약점을 보완한 바닥-보 시스템의 개발이 이
루어지고 적용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접합부 개선, 비효
율적인 단면성능 등 보완되어야 할 점을 가지고 있다.
즉, 하중을 받는 양단 고정된 보의 부모멘트는 정모멘트
의 약 1.5~2배이기 때문에, 단부와 중앙부의 단면성능을
조절하여 설계하면 효율적인 단면성능으로 휨에 저항하여
처짐을 줄일 수 있다. 이에 층고 절감 효과와 물량 감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보 단부에 생기는 부모멘트와 중앙부에
생기는 정모멘트에 대하여 효율적으로 저항하는 부분매입
형 신형상 합성보의 형상을 개발하고 역학적 성능을 검증
하고자 한다. 이하 부분매입형 신형상 합성보의 단면 형
상의 이름을 오메가빔(Omega Beam; 약칭 OMB)으로 부르기
로 한다.

색하였다.
양단부가 구속된 보의 기본적인 역학적 검토를 통해
형상을 정의하였다. Fig. 1는 양단 고정된 OMB에 집중하
중  가 작용할 때의 하중도이다. 고정단보에서 단부 모
멘트가 집중되는 것을 이용하여 단면2차모멘트(  )를 크게
설계하면 재분배된 모멘트에 의해 처짐을 감소시킬 수 있
다. 또한 단부의 단면2차모멘트(  )를 증가시키면 중앙부
의 단면2차모멘트(  )를 즉 단면적(  )을 감소시킬 수 있
어 물량 감소 효과와 단부 단면과 중앙부 단면의 단차이
로 설비 배관 공간을 형성함으로써 층고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다.

Fig. 1 OMB subjected to
concentrated load 

2. OMB의 최적 설계

변단면 양단 고정보에 집중 하중  가 작용할 때의 재단
고정모멘트는 식(1)에 의해 계산하였으며 단부의 단면2차

본 연구에서는 보의 단부와 중앙부의 단면2차모멘트비

* 정회원․ 공주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E-mail: mhyoon@kongju.ac.kr
** 정회원․ 공주대학교 건축공학과 박사과정, E-mail: eyoonhee@kongju.ac.kr
*** 학생회원․ 공주대학교 건축공학과 석사과정, E-mail: yesl1789@kongju.ac.kr - 발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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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멘트(  )와 중앙부의 단면2차모멘트(  )의 비를 달리하
여 산정하여 효율적인 단면2차모멘트 비(    )를 구하고
자 한다. 일반  형강의 단면2차모멘트를 기준으로 하여
변단면의 단면2차모멘트 비(    )에 따른 중앙부의 처짐
량을 비교하였다.
식(1)은  및    에 변화에 따른 재단고정모멘트 값
을 구하는 식이다.
· Fixed end moment  



      

  ∙ 

     



Fig. 3 Changes of central deflection under
concentrated load 

(1)

Fig. 4는 양단이 고정된 OMB에 가 작용할 때의 하중
도이다. 실제 구조물은 집중하중  보다 등분포하중에 의
한 하중을 받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Fig. 2는 식(1)에 의해서 값에 따른 재단고정모멘트
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또한 단부의 단면2차모멘트
(  )비를 1.2, 1.3, 1.5로, 중앙부의 단면2차모멘트(  )
비를 0.6, 0.7, 0.8로 변화시키며 경향을 알아보았다. 그
림의 점선은     ∼   로서 일반적인 Bracket 길이
와 유사하다.

Fig. 4 Omega beam subjected to
uniformly distributed load 
변단면 양단 고정보에 등분포하중 가 작용할 때의 재
단 고정모멘트는 식(5)에 의해 계산하였으며 단부의 단면
2차모멘트(  )와 중앙부의 단면2차모멘트(  )의 비를 달
리하여 산정하여 효율적인 단면2차모멘트 비(    )를 구
하고자 한다.
식(5)는  및    에 변화에 따른 재단고정모멘트 값
을 구하는 식이다.

Fig. 2 Changes of Fixed end moment under
concentrated load 
Fig. 3은 하중  가 작용할 때 값에 따른 처짐의 변화
이다. 변단면을 갖는 양단고정보의 처짐( )은 식(2)에

· Fixed end moment  

의한 단순보의 중앙부 최대 처짐( )과 식(3)에 의한 고

 


정단 모멘트에 의한 처짐( )의 합으로 계산된다. 집중하

    ∙ 

(5)

중  을 받을 때    가   의 단면2차모멘트비를 가
지는 단면이 단부와 중앙부의 단면이 같은 단면보다 작은
처짐을 보인다.

      



  

   ∙      

     
╱    
  
 

· Central deflection  from free moment



 
   
   ∙   






그림 Fig. 5은 식(5)에 의해서 값에 따른 재단고정모
멘트의 변화이다.

(2)

· Central deflection  from redundant moment

  
   ∙



    ∙   
 






(3)



· Resultant deflection  of OMB
    

(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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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성능 평가
3.1 OMB system의 형상 개발
합성보의 이론적‧역학적 검토를 통하여 단부는 폭이 큰
상하비대칭형강 보를 사용하고 압축력을 가지는 콘크리트
가 응력을 분담하게 하여 단면의 효율성을 높이고, 중앙
부는 보의 춤을 기존의  형강보다 작게 설계하여 바닥구
조 시스템의 전체 높이를 절감할 수 있는 합성보의 형상
을 개발하였다. 또한 부분 매입되는 강재가 전단 연결재
역할을 하므로써 완전합성 거동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Fig. 5 Changes of Fixed end moment under
uniformly distributed load 
Fig. 6은 하중가 작용할 때 값에 따른 중앙부의 처
짐의 변화이다. 변단면을 갖는 양단고정보의 처짐( )은
식(7)에 의한 단순보의 중앙부 최대 처짐( )과 식(10)에
의한 고정단모멘트에 의한 처짐( )의 합으로 계산된다.
등분포하중를 받을 때    가 1.3:0.8, 1.5:0.7,
1.5:0.8의 단면2차모멘트비를 가지는 단면이 단부와 중앙
부가 일정한 단면2차모멘트(  )를 갖는 단면보다 작은 처
짐을 보이고 있다.
· Central deflection  from free moment
 
   ∙ 


(7)
Fig. 7 Omega Beam system

   
   
     ∙     



  
          



  

       

    



3.2 단면 성능
(8)

Fig. 8은 OMB의 순철골 단면이다. Fig. 8(a)는 단면2차
모멘트(  )의 단면성능을 갖는 OMB의 단부이고, Fig.

(9)

8(b)는 단면2차모멘트(  )의 단면성능을 갖는 OMB의 중앙
부이다.

· Central deflection  from redundant moment

     
 
          
   
 





(10)

· Resultant deflection  of OMB
    

(11)

(a)   

(b)   

Fig. 8 Dimension of the steel section OMB
(    ×  ×  ×  ×  ×  ×  ×  ×  )
Fig. 9는 OMB의 합성 단면이며 강재의 단면는 순철골
단면과 같다. 합성단면에서 추가적인 기호  는 슬래브
유효 폭이고, 는 OMB 단부에서 하부 단면에 채워진
콘크리트의 유효 폭이다.   는 상부 플랜지 상단부터
콘크리트 슬래브 상단 면까지의 거리이며,   는 상부
플랜지 상단부터 콘크리트 슬래브 하단면까지의 거리이
다.

Fig. 6 Changes of central deflection under
uniformly distributed l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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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olt를 이용한 접합이 요구되지 않아 시공성과 공기단축
의 이점도 얻을 수 있다.
OMB는 이러한 부분 매입형의 합성 형태뿐만 아니라 상
하비대칭형  형강 시스템을 병행하여 압축은 콘크리트가
인장은 강재가 부담하는 합성보의 응력분담 방식을 더욱
효율화하였다. 압축력의 대부분을 슬래브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철골 상부플랜지의 부담이 적으므로 상부플랜지의
크기를 줄이고 철골이 주로 부담하는 하부플랜지의 인장
력에 대한 저항에 집중하기 위하여 하부플랜지의 크기를
키운 상하비대칭형의  형강을 사용하였다.
OMB는 중앙부와 단부의 치수가 다른 변단면 시스템을
채택한 합성보이다. 중앙부와 단부의 단면을 분리하여 설
계함으로써 단면성능의 효율을 최적화하였다. 이러한 특
징을 바탕으로 한 OMB는 우수한 층고절감효과를 통하여
경제성, 사용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시공과정에서도 Stud
Bolt 설치와 같은 공정이 필요 없기 때문에 시공성 측면
에서도 분명한 이점이 있다.

(b)   

Fig. 9 Dimension of the Composite section OMB
위 그림의 치수만을 입력하여 OMB의 단면성능을 간단
히 계산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Fig. 10)

4. 결론
부분매입형 신형상 합성보(OMB)의 성능평가에 관한 연
구로부터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OMB system에서 단부보(End Beam)의 길이는 시공성
등을 고려하여  ∼  정도로 한다.
2. 집중하중  를 받는 경우    가   인 경우 
값이 일정한 단면보다 물량 및 처짐에서 유리하다.
3. 등분포하중 를 받는 경우    가   ,
  ,   인 경우  값이 일정한 단면보다 물
량 및 처짐에서 유리하다.
4. 춤이 다른 중앙부와 단부의 단차이는 설비공간으로
이용함으로써 층고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다.
5. 향후 추가적인 실험을 통해 Omega Beam의 휨 거동,
노출형 합성보의 콘크리트와 부분 매입형 Omega
Beam의 완전 합성 거동 등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
다.

Fig. 10 Program for design of OMB system
3.3 현장 적용성 검토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OMB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형
강-철근콘크리트 합성보의 노출형이나 매입형과 달리
Fig. 11과 같이 상부 플랜지와 웨브의 일부만을 철근콘크
리트 슬래브에 매입하는 부분매입형의 합성 형태를 가지
는 신형상의 합성보 시스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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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Section of End Beam
OMB에서 새롭게 사용된 부분매입형의 합성형태는 일반
노출형 합성보에 비하여 철골이 슬래브에 매입되는 높이
만큼의 층고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철골의 일부가
슬래브에 매입되어 그 자체로써 슬래브와의 충분한 접합
력을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철골과 슬래브가 일체형
으로 거동하기 때문에 슬래브 합성효과 또한 우수하다.
게다가 별도의 전단 연결재(Shear connecter)인 Stud-

61

지오그리드를 이용한 철도노반 보강 효과의 해석적 평가
Analytical Evaluation of the Trackbed Reinforced by Geogrid
오 정 호* · 피 지 현** · 최 상 현***
Oh, Jeongho · Pi, Jihyun · Choi, Sanghyun
ABSTRACT
In this paper, the effectiveness of the geogrid for reinforcing the trackbed is evaluated via numerical analysis. The finite
element analysis is performed for the numerical analysis tool. In the study, the effect of the geogrid on the bearing
strength of trackbed is investigated. Two different track systems including the conventional ballasted track and the asphalt
underlayment track are adopted in the comparison study. The results show that the conventional ballasted track exhibited
better effectiveness than the asphalt underlayment track. Also, better effectiveness of geogrid can be achieved by installing
at one third depth of ballast layer from the bottom.

1.

축대칭 조건을 적용하였다. 토목섬유는 프로그램이 제공
하는 지오그리드요소를 사용하였다. 정적하중은 열차의
윤중은 도상과 침목의 접속면의 수직응력이 325kPa이 되
도록 침목 상부에 250kPa의 등분포하중을 재하하였다. 해
석에 적용된 재료의 물성치는 Table 1에 정리하였다. 보
조도상을 구성하는 자갈 및 입상재료는 응력 조건에 따라
비선형적으로 거동하며, 이러한 비선형성은 hardening
soil model을 이용한 층탄성계수로 고려하였다.

서 론

고속철도 개통 이후 교통의 중심축으로 부상한 철도는
효용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고속화, 중량화하
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도상 및 노반에 전달되는 열차하
중의 증가를 초래할 수 있어 보다 효과적으로 궤도하부구
조의 역학적 기능성을 높이려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1]. 궤도하부구조의 보강은 아스팔트, 토목섬유 등
의 재료를 이용하여 노반을 보강하는 방안 등이 있다
[2,3,4]. 토목섬유는 입자간의 결속력을 증대시키고 입상
재료층과 일반 노반사이의 경계층을 형성하여 세립분의
이동을 억제시켜 영구변형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며,
크게 지오그리드, 지오텍스타일, 지오컴퍼시트, 지오셀
등의 형태로 상용되고 있다.
토목섬유가 적용된 궤도하부구조의 보강 효과에 대한
해석은 유한요소해석 프로그램인 PLAXIS를 이용하여 수행
하였다. PLAXIS는 윤하중에 의한 다양한 응력상태에 대한
궤도하부구조층의 탄성계수를 형상화 할 수 있으며, 또한
실제 열차하중의 재하 주기를 고려할 수 있는 동적 해석
이 가능하고 특히 지오그리드 요소를 별도로 고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5]. 비교에 고려된 궤도시스템은 자
갈궤도와 아스팔트 보조도상 궤도이며, 도상 및 침목 접
합부와 노반 상부에서의 응력 등의 비교를 수행하였다.

2.

(a) ballasted track (b) asphalt underlayment track
Fig. 1 FEM models

3.

해석 결과

해석결과는 Fig. 2에 정리하였다. 그림에서 자갈궤도
하부구조에 지오그리드를 보강하였을 때 아스팔트 보조도
상궤도 하부구조에 비하여 보강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
다. 또한 노반과 보조도상 경계면에 지오그리드를 보강하
였을 때 보강 효과가 일률적이지 않고 몇몇의 거동 인자
들에서 오히려 보강되지 않았을 경우보다 더 큰 거동이
일어나는 것도 나타났다. 또한 지오그리드가 도상층 두께
의 1/3되는 지점에 보강되었을 때 보강 효과가 가장 크
며, 자갈도상궤도의 경우 전단응력이 크게 감소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해석 모델

해석모델은 Fig. 1과 같이 전통적인 자갈궤도와 아스
팔트 보조도상궤도의 두가지이며, 각각 지오그리드가 있
는 경우와 없는 경우를 해석하였다. 유한요소해석은
PLAXIS 프로그램을 사용하였으며, 각 해석모델은 15개 절
점의 삼각형 요소로 구성하였고 평면변형(plane strain)

* 한국교통대학교 철도시설공학과 조교수, E-mail: j-oh@ut.ac.kr
** 한국교통대학교 철도시설공학과 석사과정, E-mail: esc123@nate.com
*** 정회원․ 한국교통대학교 부교수, E-mail: schoi@ut.ac.kr - 발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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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Table 1. Parameters utilized in the analysis
Parameter

sleeper

model

elastic

HS

MC

elastic

MC

elastic

thickness(m)

0.2

0.3

0.15

0.1

3.5

-

(kN/m3)

24

15.3

19

23

17

-

E(MPa)

10,340

-

100

2,000

40

-



0.3

-

0.35

0.38

0.4

-

ref

-

70

-

-

-

-

ref

Eoed (MPa)

-

67

-

-

-

-

Eurref(MPa)

-

210

-

-

-

-

EA(kN/m)

-

-

-

-

-

500

c(kN/m2)

-

0.1

0.1

-

5.0

-

(degree)

-

45

30

-

30.0

-

(degree)

-

0.0

0.0

-

0.0

-

Pref(kN/m )

-

100

-

-

-

-

E50 (MPa)

2

이 연구에서는 유한요소해석을 통하여 자갈궤도와 아
스팔트 보조도상 궤도에 적용된 지오그리드의 보강효과를
비교하였다.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1) 지오그리드를 이용한 보강 효과는 아스팔트 보조도
상궤도보다 자갈도상궤도에서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2) 지오그리드는 도상층 내 1/3 깊이에 보강하였을 때
가장 효과적으로 나타났다.

ballast subballast AC subbalt. subgrade geogrid

m

-

0.5

-

-

-

-

K0nc

-

0.3

-

-

-

-

Rf

-

0.9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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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The percent of difference of responses between
control and reinforced cases: (a) ballasted track;
and (b) asphalt underlayment tr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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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RP로 보강된 RC 부재의 휨보강효과에 관한 해석적 연구
An Analytical Study for the Flexural Strengthening Effect of Reinforced
Concrete Members Strengthened by CFRP
최 진 우* · 서 수 홍**· 주 형 중*** · 윤 순 종****
Choi, Jin-Woo · Seo, Soo-Hong · Joo, Hyung-Joong · Yoon, Soon-Jong
ABSTRACT
Carbon fiber reinforced polymeric plastic (CFRP) can be used for the deteriorated reinforced concrete members. CFRP
reinforcement method, which is one of the reinforcement methods, can improve the strength and durability of reinforced
concrete member. CFRP reinforcement method has been proved that it has sufficient effect on the flexural strengthening
of reinforced concrete flexural member through numerous previous researches. In this paper, we present the analytical
result of investigation pertaining to the CFRP reinforcing effect on the singly reinforced and doubly reinforced rectangular
flexural members and T-shape singly reinforced flexural member. The analytical study is performed according to the code
by ACI Committee 440 and previous research results.

1.

재에 대한 역학적 성질을 인장강도시험을 통해 조사하였
다. 인장강도시험은 KS M ISO 527-4(2002)를 참고로 실시
하였으며, 각 시험체는 5개 또는 3개씩 제작하였다. 시험
체는 중앙부에 길이방향으로 변형률게이지를 부착하였고,
하중은 변위제어방식으로 5으로 재하였다. 하중
및 변형률 데이터는 데이터로거(TDS-302)를 이용하여 컴
퓨터로 전달, 기록, 저장되도록 하였다. 인장강도시험체
의 형태 및 파괴 형태는 Fig. 1에 나타내었으며, 실험결
과의 평균은 Table 1에 나타내었다.

서 론

철근콘크리트는 다른 건설재료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고,
구조물의 형상과 치수에 제약을 받지 않으며, 구조물을
일체로 제작할 수 있는 등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
에 다양한 구조물에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철근콘크리트는 작용하는 외력에 의한 인장균
열, 공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의 증가에 따른 산성 환경에
의한 중성화와 취성재료의 특성으로 인한 부분적 파손이
발생한다. 따라서 손상이 발생한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의
보수보강을 위한 다양한 공법들이 개발되고 현장에 적용
되고 있다.
탄소섬유 보강공법은 철근콘크리트 휨부재의 대표적인
보수보강공법 중 하나로서 손상이 발생한 부분에 탄소섬
유(carbon fiber)로 제작된 시트 혹은 보강판을 부착하여
구조물의 성능을 증가시키는 방법이다. 탄소섬유 보강공
법은 구조적 성능 및 시공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어 있으며(김 등, 2012; 이 등, 2012),
다수의 현장적용사례를 통해 적용성이 검증되어 있다.
이 논문은 ACI Committee 440 (2008)에서 제안하고 있
는 탄소섬유보강재(탄소섬유시트 또는 탄소섬유판)로 휨
보강된 단철근 직사각형보의 휨설계 방법을 복철근 직사
각형보 및 T형 보에 확장 적용하기 위한 연구의 일부이
다. 이 논문은 탄소섬유보강재로 보강된 단철근 및 복철
근 직사각형보와 T형보의 설계 예를 제시하고, 휨보강효
과를 해석적으로 비교검토하였다.

Steel grip

CFRP

20cm
50cm

Steel grip

CFRP
1mm

2mm

인장강도시험체의 형태 및 파괴 형태
Table 1. 인장강도시험결과
Fig. 1

시편종류

보강시트
보강판

CFW73
CFW72
NR73
NR72
CFP


( )
1,310.51
955.46
1,145.03
1,236.29
2,573.86



( )
231.36
178.26
193.53
206.29
170.10

3. 매개변수해석
2.

탄소섬유보강재의 역학적 성질

이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에서 제시한 단철근 및 복철근
직사각형 보, T형 보에 대한 설계방법을 참고로 하여(이
등, 2012), 보강량에 따른 보강효과를 특정조건에 대하여

이 연구에서는 국내 H사에서 생산하고 있는 탄소섬유보강
*
**
***
****

정회원․
정회원․
정회원․
정회원․

홍익대학교 토목공학과 박사과정, E-mail: jinu385@hanmail.net - 발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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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하였다. 매개변수해석조건은 Table 2에 나타내었으
며, 해석결과는 Table 3~5에 나타내었다.
Table 2.

매개변수해석조건

콘크리트

철근
복철근
직사각형 보
추가사항
T형보
추가사항
Table 3.
보강량
0
1
2
3
4
5
Table 4.
보강량
0
1
2
3
4
5
Table 5.
보강량
0
1
2
3
4
5

시편종류
단면유효폭 ( )
단면높이 (  )
유효깊이 (  )
설계압축강도 (  )
인장철근 단면적 (  )
항복강도 (  )
탄성계수 (  )

해석조건
300 
550 
500 
21 
2,534 
500 
200 

압축철근 유효깊이 ( ′ )

50 

압축철근 단면적 (  ′ )

1,013 

플랜지 두께 (  )
복부 두께 (  )

50 
50 

근 보가 작기 때문에 탄소섬유보강에 의한 중립축의 변화
가 크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T형 보는 다른 보
에 비해 보강 폭이 작기 때문에 보강에 의한 효과가 적게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a) 단철근 직사각형 보

탄소섬유보강에 따른 단철근 보의 휨강도
휨강도(   )
CFW73 CFW72 NR73
NR72
478.93
490.09 486.99 490.56 486.87
500.05 494.41 500.87 494.20
508.97 501.26 510.08 500.96
517.03 507.61 518.36 507.24
524.33 513.50 525.85 513.07

(c) T형 보
Fig. 2 매개변수해석결과

보강판
494.63
507.98
519.48
529.49
538.29

4.

보강판
550.16
574.63
596.19
615.35
632.50

감사의 글
이 논문은 ㈜한국카본의 연구비 지원으로 수행된 것이
며, 연구비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탄소섬유보강에 따른 T형 보의 휨강도
휨강도(   )
CFW73 CFW72 NR73
NR72
186.30
187.80 187.36 187.85 187.35
189.28 188.42 189.38 188.39
190.76 189.48 190.90 189.43
192.21 190.52 192.41 190.46
193.66 191.56 193.90 191.48

결 론

기존 연구에서 제시한 휨강도 설계방법에 따라 보강량에
따른 보강효과를 분석하였으며, 탄소섬유복합재를 이용한
보강공법은 복철근 직사각형 보에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철근콘크리트 보와 탄소섬유복합재의 접착부에서
발생하는 균열을 제어하기 위한 방법과 그 효율성 및 적
용성에 대한 연구를 계획하고 있다.

탄소섬유보강에 따른 복철근 보의 휨강도
휨강도(   )
CFW73 CFW72 NR73
NR72
522.10
541.98 536.42 542.61 536.21
560.03 549.77 561.17 549.38
576.49 562.26 578.05 561.71
591.57 573.96 593.48 573.27
605.45 584.95 607.65 584.14

(b) 복철근 직사각형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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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강판
188.46
190.59
192.69
194.76
196.80

각 해석결과를 통한 철근콘크리트 보의 보강효과는 보
강 후의 휨강도(  )와 보강전의 휨강도(  )의 비로 나타
내어 Fig. 2에 나타내었다. 휨강도의 증가율은 복철근,
단철근, T형 보의 순으로 크게 나타났다. 이는 동일 단면
내에서 부재치수와 인장철근의 단면적이 같을 경우, 인장
측 연단에서 중립축까지의 거리는 단철근 보에 비해 복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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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도상승에 따른 GFRP 구속 콘크리트 압축부재의 성능평가
Performance Evaluation of Compressive Concrete Member Confined
by GFRP Reinforcement Due to Temperature Variation
정 우 영* · 우 필 호** · 김 보 연***
Jung, Woo-Young · Woo, Pil-ho · Kim, Bo-Yeon
ABSTRACT
본 연구는 외부 온도변화에 따른 GFRP 횡구속 콘크리트 압축부재의 강도특성에 대한 성능을 조사, 평가하였다.
일반적으로 외부 보강재에 의하여 구속된 압축부재의 성능평가는 과거 많은 연구자들에 의하여 수행되어 왔는데
복합재료를 이용한 구속 콘크리트의 경우, 복합재료 자체의 외부환경(자외선, 습도, 온도 등)에 대한 단점으로 인하
여 상대적으로 뛰어난 중량 대비 구속에 따른 압축성능 개선효과에도 불구하고 그 신뢰성에 많은 어려움을 겪어왔
다. 본 연구는 이들 콘크리트 횡구속 복합재료 보강재에 대하여 고온으로의 외부온도 변화 시 FRP로 횡구속된 콘
크리트 압축부재의 강도변화 거동을 통한 FRP보강재의 구속효과에 대한 변화를 알아보기 위하여 실험적 연구를 수
행하였다. 수행된 실험연구에서는 건설용 보강재료로 가장 많이 활용되는 GFRP를 대상으로 상온(20℃), 100℃, 15
0℃, 200℃까지 온도를 상승하여 실험하였으며 가온 시 노출시간의 경우 국외선행연구 및 사전 모의실험을 통하여
약 60분간 시험체를 설정온도에 노출시켜 실험을 진행하였다. 제작된 시험체들은 모두 KS F 2405의 절차에 따라
압축실험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외부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GFRP보강재의 횡 구속력이 점진적으로 감소되어
GFRP 구속효과가 100℃, 150℃, 200℃에서 각각 약 8%, 29%, 27%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냈다.

1.

2.2 시편 제작

서 론

실험에서 사용된 시험체는 100×200mm 크기의 압축강
도 21MPa의 원형 콘크리트 표준 공시체를 제작하였으며,
GFP로 횡구속 보강을 실시 하였다.

복합재료의 대부분의 형태는 매우 뜨거운 화염과 많은
양의 열에 노출될 때 쉽게 연소된다. 더 큰 문제는 재료
의 성질이 화재나 열에 의해 심각하게 저하된다는 점이
다. 외부로부터의 열과 온도에 의한 영향은 주로 강도의
저하 및 탄성계수의 감소, 형상의 변화 등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복합재료의 신뢰성 있는 사용을 위하여 사용환경
에 대한 적절한 사전평가가 요구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온도에 영향을 받은 복합재료의 재료성질변화에
따른 FRP-횡구속 시편의 압축거동을 실험적 연구를 통해
규명하고자 한다.

2. 실험 계획
2.1 실험 재료
Fig 1. Concrete Specimen and GFRP Reinforced
Concrete Figure

본 실험에서 사용된 FRP는 유리섬유 이며 섬유배열 타
입은 Uni-Direction을 사용하였다. 시험에서 사용된 GFRP
재료물성치는 Table.1 과 같다.

2.3 시험 방법

Table.1 FRP Properties
Glass FRP
Tensile
Test(UD)

Properties
Tensile Strength, Mpa
E-Modulus, GPa
Strain at Max. Load, με
Poisson's Ratio

온도변화에 따른 압축실험을 수행하기 위하여 원형시
험시편을 전기오븐을 사용하여 각 온도변화(상온(20),
100, 150, 200°C)에 맞게 1시간 노출 후 압축시험을 실
시 하였다. 압축시험은 콘크리트 압축강도 실험방법 KS F
2405에 따라 시편에 충격을 주지 않도록 같은 속도로 만
능재료시험기 UTM 장비를 이용하여 하중을 가하였으며 가

888
27.1
24.370
0.310

* 정회원․ 강릉원주대학교 공과대학 토목공학과 교수, E-mail: woojung@gwnu.ac.kr - 발표자
** 정회원․ 강릉원주대학교 공과대학 토목공학과 석사과정, E-mail: bbire07@naver.com
*** 정회원․ 강릉원주대학교 공과대학 토목공학과 석사과정, E-mail: kby307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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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속도는 0.6±0.4MPa로 하였다.
Fig. 2는 고온 노출에 따른 GFRP 횡구속된 압축시편의
거동을 응력-변형률 관계로 정리한 그래프이다. 각 시험
별 결과를 변형률을 기준으로 각 응력별 평균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본 실험은 콘크리트의 압축응력을 구속하는
GFRP보강재가 파단이 발생할 시점 까지 실험체의 압축응
력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이때 응력-변형률 상의
거동은 초기거동에 비하여 다소 완만한 기울기를 보여주
었다. GFRP구속 보강재의 경우 여러 lamina로 적층된 상
태에서 전체적인 파괴보다는 지속적인 하중 증가에 의하
여 각 layer별로 부분적인 파괴가 연속되어 진행되기 때
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최종적으로 본 시험체의 파괴는
GFRP파단과 동시에 콘크리트 압축 파괴가 발생하였다.
GFRP 구속 콘크리트의 파괴형태는 최대 구속응력의 약
70%도달 후 실험체 표면부의 GFRP 박리현상과 섬유 파단
및 팽창 콘크리트의 취성거동에 의하여 최종파괴 되었다.
이는 구속 실험체 내부의 콘크리트가 항복응력 이후에 균
열 등이 발생된 후 GFRPP에 의해 팽창력이 구속되고 전체
부재의 연성거동을 보이다 GFRP 보강재 파단 이후 구속
실험체의 취성적 파괴가 발생한 것이다. Fig. 3는 실험체
의 최종 파괴 형상을 나타낸다.

Table 2. Test Specimen
No.

Specimen

1
2
3
4
5
6
7
8
9
10
11
12

C21_G_E_0
C21_G_E_0
C21_G_E_0
C21_G_E_100
C21_G_E_100
C21_G_E_100
C21_G_E_150
C21_G_E_150
C21_G_E_150
C21_G_E_200
C21_G_E_200
C21_G_E_200

Fiber
type/
Resin
type

FRP t
(mm)

Resin
content
(%)

Glass/
Epoxy

1.36
1.33
1.37
1.39
1.24
1.32
1.41
1.39
1.31
1.31
1.36
1.34

18.6
25.0
24.0
27.8
31.3
26.9
27.8
29.6
27.8
26.0
26.0
25.0

3. 실험 결과
온도변화에 따른 GFRP로 횡구속된 콘크리트 공시체의
압축강도를 평가하였다. 콘크리트 공시체에 대하여 동일
한 효과의 GFRP보강재를 횡구속한 후 압축강도 테스트를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3과 같다. 각각의 실험체
에 대한 압축강도 측정 결과, GFRP로 횡구속된 실험체의
압축응력은 구속하지 않은 실험체(Normal)와 비교하여 설
계강도에 따라 최소 2.41배에서 최대 5.06배 응력이 증가
하였다. 또한, 고온에 따른 노출온도의 상승에 따라 GFRP
에 의한 콘크리트의 구속 효과는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경
향이 나타났다.
Table 3. Compressive test results of specimens
Confinement and
Temperature (℃)
Specimen Normal
20℃
100℃
150℃
1
22.41
67.78
60.00
54.62
21
2
21.39
68.09
66.38
51.72
MPa
3
21.90
70.77
68.60
59.63
Average
21.90
68.88
65.72
55.32
Ratio
1
3.15
3.00
2.53

Fig. 3 Failure of specimen

4. 결과 분석
200℃
57.76
57.53
52.66
55.98
2.56

온도상승에 따른 GFRP로 구속된 콘크리트의 압축시험
의 결과를 보면 온도증가에 따른 비구속 압축시편과 구속
콘크리트 압축시편을 비교한 결과 온도변수에 따라 성능
발현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20°C 상온의 경우
일반적인 콘크리트에서 GFRP 보강재 구속에 따른 압축강
도 증가가 동일한 패턴으로 나타났으나 100°C이상의 온
도에서는 고온으로의 온도변화에 의한 구속콘크리트의 압
축강도 변화가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고온으로의 온도 변화에 따른 GFRP보강재의 압축부
재 구속성능이 저감한다는 좋은 보기라 할 수 있다.

Fig. 2 Compressive behavior of specimens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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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고온으로의 온도변화에 노출된 GFRP보
강재에 의하여 횡구속된 콘크리트 압축시편에 대한 강도
실험을 수행, 그 결과를 제시하였다. 온도에 따른 복합재
료 변형능력의 효과를 조사하기 위하여 가온온도별 시험
체를 각각 제작하여 실험을 수행하였으며 본 연구에 대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GFRP는 고온으로의 온도상승 시 최대 인장강도와
탄성계수 및 파단변형률이 감소하며, 외부온도에 대한 노
출시간이 증가할수록 그 감소량은 커진다.
2) 상온에서 GFRP로 횡구속된 콘크리트 압축시편의 경
우, GFRP 구속에 따른 압축강도 개선효과가 정량적인 패
턴으로 그 효과가 나타났다.
3) 고온으로 온도상승에 따른 GFRP 횡구속 콘크리트
압축시편의 경우, 상온에서의 성능효과와 비교할 때 10
0℃일 경우 약 8%정도 구속효과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 150℃일 경우 약 29%, 200℃일 경우 약 27% 감소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상온실험체와 비교할 때,
고온으로의 온도증가에 따른 GFRP보강재의 변형률 감소
및 함침수지의 기능저하에 의한 원인으로 판단되며 함침
수지의 경화가 저하됨에 따라 수지매트릭스 내 포함된
fiber의 성능 또한 감소한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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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FRP튜브로 보강된 내부 구속 중공 CFT 기둥의 응력-변형률 관계
Stress-strain Relations of Internally Confined Hollow Concrete Filled
Tube Pier reinforced with GFRP tube by Uniaxial Compression Test
이 정 화* · 원 덕 희** · 임 정 현*** · 강 영 종****
Lee, Jeong-Hwa · Won, Doek-Hee · Lim, Jeong-Hyeon · Kang, Young-Jong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s the stress-strain relations of internally confined hollow concrete filled tube pier reinforced with
GFRP tube by uniaxial compression test. The confined concrete subjected multi-axial stresses have been known as the
strength of concrete increases significantly. Many researchers have studied in confining effects of CFT which have only
outer GFRP tube. In this study, specimens reinforced with outer and inner GFRP tube were tested by uniaxial
compression test. To investigate the influence of concrete strength increase by confining conditions in GFRP tube, 13
specimens with different thickness of tube, hollowness ratio and nominal concrete strength were tested and compared with
Steel tube.

1.

분석하였다.

서 론

최근 들어 토목구조물에 복합재료를 이용한 구조물의
제작, 보수 및 보강 등의 다양한 방법들로 시도되고 있으
며, 특히, 부식성이 높은 환경에서 내부식성이 높은
복합재료를 이용한 시도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
한 장점으로 기존의 재료 특성을 보완하고자 하는 시도들
도 많이 진행되어 있으며, 특히 기둥에서는 외부를 강판
을 이용하여 감싼 형태인 CFT 기둥에 GFRP를 이용한 연구
가 국내외에 걸쳐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기존의 CFT 기둥은 외부만 강재 혹은 GFRP로 감싼 형
태를 취하고 있으며, 보강되는 재료의 종류에 따르는 콘
크리트의 응력-변형률 선도에 대한 연구가 어느 정도 진
행된 상태이다. 하지만, 이와 비슷한 구조의 ICH-CFT 기
둥은 콘크리트의 내부에 중공부를 두며, 외부와 내부에
강재로 보강함으로써, 구속효과를 증진시키고 기둥단면의
자중절감을 통하여, 고교각 등으로의 사용이 기존의 CFT
기둥보다 뛰어남은 여러 논문에 의하여 증명된 바 있으
나, GFRP로 보강된 경우, 내부튜브와 외부튜브의 강성에
따르는 콘크리트의 재료 모델과 구속효과에 대하여 연구
된 바는 없다.

2.

실험의 개요

2.1 실험체의 제작
실험체는 Fig. 1과 같이 중공단면을 가진 콘크리트를
강재 혹은 GFRP튜브를 이용하여 내외부로 보강한 형태로
만들어졌으며, 강재와 GFRP로 제작된 실험체는 각각 8, 5
개로 구성된다. 각 실험체는 Table. 1에 나타내었으며,
실험체명은 외부 및 내부 보강재의 종류(Steel-Steel or
GFRP-GFRP)-중공비-내부튜브의 유무(Double or Single)콘크리트강도(24 or 34)-실험체 외부직경(300 or 350) 순
으로 축약하여 나타낸 것이다. 예를 들면, 외부와 내부가
모두 강재로 보강되었으며, 중공비가 0.9, 내외부 모두
보강된 경우(Double), 콘크리트의 강도가 24MPa, 직경이
300mm인 실험체의 경우에는 SS-0.9-D-24-300으로 나타내
어 질 수 있다. 실험체의 변수는 내외부 보강재의 종류,
중공비, 콘크리트의 강도, 외부 및 내부 튜브의 두께, 직
경을 매개변수로 제작하였으며, 각 조건에 따른 구속효과
를 비교하도록 하였으며, 비교군으로는 외부튜브만 보강
된 경우의 실험체로 정하여, 2축 구속 상태일 때와 3축
구속 상태일 경우에 대해 비교할 수 있도록 제작하였다.
실험체의 외부 직경(D)은 300mm, 350mm이며, 내부 직경은
중공비 0.8, 0.9를 만족하도록 하였고, 실험체의 높이는
400mm로 동일하게 제작하였다. 콘크리트는 재령일 21일
기준으로 저강도는 24MPa, 고강도는 35MPa로 설계하였으

본 연구에서는 콘크리트에 중공부가 존재하는 ICH-CFT
부재에 내외부를 강재 혹은 GFRP 튜브로 보강된 실험체를
이용하여 콘크리트의 보강 재료에 따르는 콘크리트의 응
력-변형률 곡선에 대하여 실험결과를 토대로 분석하였으
며, 비교군으로써 강재 튜브로 보강된 ICH-CFT를 선정하
여, 보강 재료에 따르는 응력-변형률 곡선에 대하여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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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회원․ 대한 복합재료 및 구조연구원 책임연구원, E-mail: ccc@hanku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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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증기 양생 후 공시체 강도 실험 결과 각각 23.54MPa
와 33.4MPa로 나타났다.

Do

H

Di

Fig. 1
Table 1.

Fig. 3 LVDT

실험체의 형상

3.

실험체의 종류

실험체명

콘크리트강
도
중공비
(  ,mm) ( ,mm)
(  ,MPa)
3
3
3
3
4

1.5
1.5
1.5
1.5

0.9
0.8
0.8
0.8
0.8

SS-0.8-S-24-300

4

-

0.8

SS-0.9-D-35-300
SS-0.8-D-35-300
GG-0.8-D-24-350
GG-0.8-S-24-350
GG-0.8-D-35-350
GG-0.8-D-35-300(1)

3
3
3
3
3
3.5

1.5
1.5
3.5
3.5
3

0.9
0.8
0.8
0.8
0.8
0.8

GG-0.8-D-35-300(2)

4

3

0.8

실험 결과

3.1 실험 결과

외부튜브 내부튜
두께
브두께

SS-0.9-D-24-300
SS-0.8-D-24-300(1)
SS-0.8-D-24-350
SS-0.8-S-24-350
SS-0.8-D-24-300(2)

및 스트레인게이지 설치 위치

정리된 실험결과를 나열하면, Table 2.와 같으며, 이
에 대한 그래프를 도시하면 아래의 Fig. 4 ~ 7와 같다.

보강 및
콘크리트 강관
강도 튜브
증진 효과
Table 2.

24

35

2.2 실험 장비
실험체는 Fig. 2과 같은 3000kN 용량의 오일잭을 사용
하여 가력되는 하중을 측정하였으며, 축방향 변위는 Fig.
3와 같이 가력판에 LVDT를 2개 사용하여 측정한 후 평균
값을 이용하였다. 또한, 축하중 재하에 따른 횡방향 변위
를 측정하기 위해 강관 튜브와 GFRP 튜브에 총 8개의 스
트레인 게이지와 4개의 LVDT를 설치하였다. 또한 하중은
0.01mm/sec의 속도로 변위제어(displacement control
mode)를 통하여 제하하였다.

튜브 보강에 의한

실험체명

최대 압축
강도(MPa)

구속에 의한
강도 증진
효과(MPa)

증가량(%)

SS-0.9-D-24-300
SS-0.8-D-24-300(1)
SS-0.8-D-24-350
SS-0.8-S-24-350
SS-0.8-D-24-300(2)
SS-0.8-S-24-300
SS-0.9-D-35-300
SS-0.8-D-35-300
GG-0.8-D-24-350
GG-0.8-S-24-350
GG-0.8-D-35-350
GG-0.8-D-35-300(1)
GG-0.8-D-35-300(2)

46.09
41.84
55.89
31.55
47.00
33.82
48.72
57.06
46.09
24.20
51.48
31.15
32.97

22.55
18.30
32.35
8.01
23.46
10.28
25.18
33.52
18.8
0.66
18.08
-2.25
-0.43

95.8
77.7
137.4
34.0
99.7
43.7
75.4
100.4
79.9
2.8
76.8
-6.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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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FRP

군 실험체의 실험결과

Fig. 4 SS

Fig. 2

가력 장치 (3000kN급 오일잭)
군 실험체의 실험결과

Fig. 5 G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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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2

두께에 따른 경향성은 본 실험으로 명확히 구분해 낼
수는 없지만, SS실험체와 GG실험체의 근본적인 차이는 얼
마나 연성거동을 하는지 여부이다. SS실험체의 경우, 내
부 콘크리트는 축방향 변형률이 0.12이상까지에서도 어느
정도 잔류강도를 보여, 충분한 연성거동을 한다 할 수 있
다. SS-0.8-D-24-300(1)과 SS-0.9-D-24-300실험체의 경
우, 콘크리트의 강도가 24MPa임을 감안해 볼 때, 극한 강
도 이후에도 잔류강도가 25MPa이상을 유지하므로, 비교적
높은 잔류강도를 보인다 할 수 있다. 반면에, GFRP 튜브
로 보강된 실험체의 경우, 강재로 보강된 경우보다 연성
거동 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 극한상태에서의 변형률은
실험체별로 차이를 보이긴 하나, 파괴시 변형률은 대략적
으로 최소 0.018(GG-0.8-D-35-300)에서 최대 0.025(GG0.8-D-24-350)으로 나타났다. 또한, 초기 튜브 파괴시의
변형률은 튜브의 강성에 따라 각각 차이를 보이며, 튜브
의 두께가 좋을수록 초기 국부적인 파괴에 더 잘 견디는
것으로 나타났다.

축실험체의
구속 상태의
SS군과 GG군
실험결과

4.
Fig. 7 SS

군과 GG군의 파괴 거동 비교

Fig. 6

결론

본 실험의 결과를 통하여, 구속된 콘크리트의 강도 증
진효과를 확인하였고, SS실험체군과 GG실험체군 모두 강
도 증진효과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실험된 데이터의
분석을 통하여, 각 실험체의 튜브의 두께에 따라 콘크리
트의 응력-변형률 곡선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으며,
본 연구의 결과를 아래와 같이 정리하여 보았다.

실험체의 파괴 형태

1. 튜브의 재료에 따른 콘크리트의 재료 모델은 연성
거동에 대한 차이를 보이게 되며, GFRP보다 강재가 연성
효과가 더 높다.
2. GFRP 튜브로 보강된 경우의 실험체는 적층되는 재
료 자체의 특성상 순차적인 파괴가 진행되며, 강도의 최
대 값 구간에서 어느 정도의 연성을 유발하며, 이는 삽입
된 내부 튜브와 외부튜브의 강성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발견된다.
3. 외부튜브의 두께와 내부튜브의 두께가 두꺼워질수
록 강도 증진효과는 우수해진다.
4. 구속된 콘크리트는 강도 증진효과도 발생하지만,
연성 거동의 증가가 현격하게 발생된다.

3.2 결과 분석
현재까지 수행한 결과를 바탕으로 그 경향을 분석해보
면, 구속에 의한 압축 강도의 강도 증진 효과는 SS시험체
의 경우 최대 137.4% 가량 증가하였으며, GG 실험체의 경
우 최대 79.9%가량 증가하였다. 이러한 구속 효과의 차이
는 본 실험의 경우, 두께 차이에 의한 강도 증진효과를
효과적으로 보여줄 수는 없지만, 추측컨대 내외부를 감싼
보강된 튜브의 radius 방향의 강성에 의하여 결정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SS-0.8-D-24-300(1)과 (2)실험체의 경우
외부 튜브의 두께가 3mm, 4mm일 때, 두께가 두꺼울수록
강도 증진효과는 우수하다 할 수 있으며, 내부 튜브가 있
는 경우가 없는 경우보다 강도 증진효과가 좋다. 이는 내
외부 튜브 모두 있는 경우, 3축 구속 상태이기 때문에, 2
축 구속 상태인 외부튜브만 있는 경우보다 강도 증진효과
가 우수한 것으로 생각된다. 다른 말로 설명하면, 내부튜
브의 두께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구속효과는 더 커지게
되며, 내부튜브 두께가 무한정 커지면, 결국 CFT와 같은
거동을 할 것이라고 쉽게 예상해 볼 수 있겠다. 본 실험
에서 수행된 실험체는 극히 일부의 실험체만으로 분석한
결과이므로, 추후 심도있는 분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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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arison of Deep Beam Design by Two Models of STM
and ACI Traditional
Uy Lymei*

Byung-Jik Son**

ABSTRACT
Deep beam shall be designed either by taking into account nonlinear distribution of strain or by Appendix A of
Strut-and-Tie Models (STM) according to ACI 318(M) from version of 2002. Although STM is accepted as tool in
design Discontinuity region (D-region) which mostly exist in Deep beam, Corbels, Dapped ends etc, it has been many
modified by researchers. In this study we design deep beam by STMs which use simple truss for load distribution and
the model of complex truss for load distribution compare with the ACI traditional which is designed by flexure design
method and shear provided by concrete (Vc) as provided in special provisions section of 11.8 in ACI 318-99 [1]. This
study aims to find the different and efficiency of deep beam design based on variation of parameter compiled from many
samples selected from ACI traditional and two model of STMs, simple and complex load distribution.

internal load path in cracked reinforced concrete is
approximated by an idealized truss, where zones of concrete
with primarily unidirectional compressive stresses are modeled
by compression strut, tension ties are used to model the
principal reinforcement, and nodal zones are typically
determined by finding the product of the concrete
compressive strength and a reduction factor. STM do not
separate flexural and shear design, unlike traditional design.

1.Introduction
Reinforced Concrete (RC) Deep beam is an important
structure element which its design method is one of the most
popular subjects in research. ACI 318-99, clause 11.8-Special
provisions for deep flexural members, RC deep beam is
designed by nonlinear distribution of strain and it provides
specific shear strength Vc and Vs and minimum requirement
of shear reinforcement Av and Avh in clause 11.8.7 through
11.8.10 respectively whereas later version of ACI 318(s)
(after ACI 318M-99) do not provide specific provision of Vc
and Vs for deep beam. Only Area of shear reinforcement Av
and Avh are provided in clause 11.7.4.1 and 11.7.4.2
respectively. However, RC deep beam still can be design by
ACI flexure design and in this study we base on ACI
318M-11 [2] accept design of Vc and Vs that are based on
ACI 318M-99. And this design is still taken into account for
many designers and researchers in field of study and
research. Strut-and-Tie Models (STM) is recognized in ACI
from version of ACI 318M-02, STM is partly described in
appendix A, and numerous investigations and modifications of
the method have been performed. A STM reduces complex
states of stress within a D-region of a reinforced or
prestressed concrete member into a truss comprised of simple,
uniaxial stress paths. Each uniaxial stress path is considered a
member of the STM. It considers the complete flow of forces
rather than the forces at any one particular section. The

2. Deep beam design
2.1 Deep beam design by STM(s)
STM is a visualizing loading path by truss analogy made
up of struts [3], subjected to compression and represent
where the concrete should be placed, and ties, subjected to
tension and represent where the reinforcement should be
placed, connected at nodes and it is capable of transferring
the factored loads to the supports or to adjacent B-regions.
STM do not separate flexural and shear design. With the
forces in each strut and tie determined from basic statics, the
resulting stresses within the elements themselves must be
compared with specification permissible values. Checking
must be done to control failure which may occurs by
yielding of the tension ties, failure of the bar anchorage, or
failure of the nodal zones. Fig.1 and Fig.2 below illustrate
truss geometry in STM models used in this study.

* Master degree student, Department of Civil & Environmental Engineering, Konyang University
**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Civil& Environmental Engineering, Konyang University.
Corresponding Author (strutstar@konyang.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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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trut-Tie-Model I (simple load
distribution)

Fig. 2 Strut-Tie-Model II (complex load
distribution)

Fig. 3 Volume of stirrup by variation of   (h=0.9m~1.8m,  =4~2)

Fig. 4 Volume of main rebar by variation of   (h=0.9m~1.8m,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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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Total volume of steel by variation of   (h=0.9m~1.8m,  =4~2)

Fig. 6 Total volume of steel by load location variation when  = 4

Fig. 7 Total volume of steel by load location variation when  = 3

2.2 Deep beam by ACI Traditional Design

(clause 10.5, equation 10-3) for shear reinforcement, we
check factored shear force at section (Vu) to be less than or
equal to nominal shear force (Vn) (ACI 318M-11, 10.7.8)
and then check for shear reinforcement requirement if Vu is
greater than half of Vc shear reinforcement is required.

In design of RC Deep beam by traditional design there are
two major parts including flexural reinforcement and shear
designs. In flexural reinforcement part, we find area of
reinforcement, find the effective depth (d) and check with the
area reinforcement condition provided by ACI-318M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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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Total volume of steel by load location variation when  = 2

beam. For second parameter studies of load location, as
mention above, we divide into 3 case of clear span to depth
ratio equal to 4,3 and 2. Total of rebar increases when
distant of load to center of support increase and it gets more
effect with the short depth of beam than the deep one.

3. Parameter study
Two parameters of depth of beam and load location to the
center of the support (load on left to center of left support
and load on right to center of right support). First we select
depth of beam from 0.9m to 1.8m with incremental of 0.1m
in correlation with the clear span to depth ratio of 4 to 2
respectively; 4 is the maximum of clear span to depth ratio
for deep beam condition. The second parameter is distant of
load location (from load to the center of support). The distant
are from 0.4m to 1.3m (0.1m incremental) with the angle of
64° to 26° (26.6° or 25° is the limit for deep beam) in
correlation with three type of depth beam of 0.9 (ln/h = 4),
1.3 (ln/h=3) and 1.8 (ln/h=2). In order to get effectively and
efficiency of this study, we wrote a design calculation
program in excel vba which we can get results, chart and
drawing. Reinforcement requirements are used for the
comparison. The result of the first parameter studies are
shown in Fig.5 and the result of the second parameter studies
are shown in Fig.6 to Fig.8 respectively.

5. Conclusion
This study shows that a deep beam with symmetric
loading design by STM requires steel more than by
Traditional in general and STM2 (complex load distribution)
requires steel more than STM1 (simple load distribution). In
addition, when clear span to depth ration is near 4 (shallow)
variation of shear requirement is higher than when clear span
to depth is close from 3 to 2 for all three methods. For total
rebar, STM1 requires about 10% and STM2 about 60% more
than ACI Traditional design method. Although this study is
in small scope we hope that it can be a useful guide for
further research of deep beam design by strut-and-tie model
and ACI Traditional. More parameters and samples need to

4. Comparison of design method by parameter study

be done in order to get more accuracy result and to extend
knowledge.

According to the result of this case study we find that for
stirrup rebar, STM1 and Traditional require similar amount of
rebar from the clear span to depth ratio 3 to 2 but contrast
in demand from clear span to depth ratio of 4 to 3 and
STM2 requires more rebar comparing to STM1 and
Traditional. Because tension tie in vertical (BC and GF) are
added it is different from STM1 as shown in Fig.3.For main
rebar, in general, reinforcement decrease when depth of beam
increase. Particularly, STM1 and STM2 require same amount
of rebar as shown in Fig.4. But actually by tension force
(see Fig.1 and Fig. 2) STM2 should require main rebar less
than STM1 base on the value of force in tension, but in case
of requirement of anchorage length is more than the provision
of anchorage length, the two models will meet the same
requirement. Thus, in the first parameter study of clear span
to depth ratio, STM2 requires total rebar more than STM1
and Traditional (Fig. 5). And these requirements of rebar
seem to be decreased inversely with the increase depth of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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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Inelastic Lateral Torsional Buckling of Singly Symmetric and
Singly Stepped I-beams Subjected to Basic Loading Condition
Albert Surla* · Kathleen Mae Gelera** · Jong Sup Park*** · Gyu Sei Yi****
ABSTRACT
This study is all about the presentation of the results of the analyses made to determine the inelastic lateral torsional
buckling strength of singly symmetric singly stepped I-beam with constant depth subjected to basic loading condition. A
finite element program ABAQUS and a regression program MINITAB are used to analyze the simply supported singly
symmetric singly stepped I-beams having singly symmetric ratio, ρ, of 0.1 to 0.9 and a Lb/h ratio of 4.5. Using the
results of the analyses made, a design equation is suggested that can easily calculate the stepped beam correction factor
Cist which then can be used to determine the inelastic lateral torsional buckling strength of singly symmetric singly
stepped I-beams subjected to pure bending moment. Then, the results from the equation proposed are compared with the
results obtained from the finite element analysis. The results obtained show acceptable results for singly stepped beams
having a ρ of 0.3 to 0.9 and a very conservative result for a ρ of 0.1.

the elastic and inelastic lateral torsional buckling
of beams having prismatic cross sections by following
certain procedures. Still, there have been no studies
made on the inelastic lateral torsional buckling of
singly symmetric singly stepped beams.

1. Introduction
Though there are researches about the lateral
torsional buckling strength of stepped beams, all of
these researches have been mostly limited to doubly
symmetric I-beams. The aim of this study is to extend
the study made by Park and Gelera (2011) about elastic
lateral torsional buckling strength of singly
symmetric stepped I-beams. This study presents new
design equation for SSB that can be used to easily
calculate the stepped beam correction factor, Cist, to
calculate the inelastic lateral torsional buckling
strength of singly symmetric singly stepped I-beams
subjected to pure bending moment. The results are then
compared with the results obtained from the inelastic
finite element analysis.

Fig. 1 Nominal flexural strength curve

3. Finite element modeling

2. Background and Previous Studies

To study the effect of ρ, beams with different ρ

The inelastic lateral torsional buckling strength
of beams is defined by AISC as the beam having an
unbraced length in between Lp and Lr as shown in
figure 1. The few published studies on stepped beams
are mostly limited to the elastic range. On the other
hand, standard design codes such as AISC (2005), EC3,
CSA S16 and AS4100 all provide solutions to calculate

were

investigated.

The

singly

symmetric

ratios

considered here ranges from 0.1 to 0.9 having a 0.2
interval. To generate the required degree of singly
symmetry, a flange is fixed at 30.48cm by 2.54cm while
the dimension of the other flange is varied. The
distance between the flange centroids and the we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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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ckness is fixed at 88.9cm and 1.65cm.
is

element results produced a difference ranging from
-11% to 19% for SSB. The proposed equation is not
recommended for beams having ρ of 0.1 because it
produced over conservative results. The study can be
further extended by proposing new equations for the
inelastic buckling strength of singly symmetric
stepped beam subjected into the general loading
conditions.

A postbuckling analysis of singly symmetric I-beams
performed to determine the lateral torsional

buckling strength of stepped beams having Lb between
Lr and Lp. The finite element results are used to
calculate the stepped beam correction factor, Cist. The
inelastic

lateral

torsional

buckling

capacity

of

singly symmetric stepped I-beams subjected to pure
bending is given 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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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Finite Element Results
The SSB analysed have a ratio of unbraced length to
height (Lb/h) of 4.5. The result of Cist was graphed
against α1.5(βγ0.9-1). Fig. 2 shows a comparison of
finite element results and the proposed equation. The
finite element results are represented by dots and the
proposed equation is represented by a solid line. For
the analysis shown the proposed equation gives
acceptable results for ρ of 0.3 to 0.9 with a
difference of -11% to 19% from the finite element
results. However, the proposed equations yielded over
conservative results for ρ of 0.1.

Fig. 2 Comparison of FEA and proposed equation

5. Conclusions
Singly symmetric SSB are subjected to pure bending
moment and new design equation to solve for the
stepped beam correction factor, Cist, is proposed. The
proposed equation in comparison with the fin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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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 HCFFT 말뚝의 생산 공정 개선을 위한 연구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Manufacturing Process for the Large
Diameter HCFFT Pile
이 승 후* · 최 진 우**· 주 형 중*** · 박 준 석**** · 윤 순 종*****
Lee, Seng-Hoo · Choi, Jin-Woo · Joo, Hyung-Joong · Park, Joon-Seok · Yoon, Soon-Jong
ABSTRACT
HCFFT (Hybrid Concrete Filled FRP Tube) is consisted of pultruded FRP unit module, filament winding FRP which is
in the outside of mandrel composed of circular shaped assembly of pultruded FRP unit modules, and concrete which is
casted inside of the circular tube shaped hybrid FRP pile. The pultruded FRP can increase the flexural load carrying
capacity and the filament winding FRP can provide the confinement for the concrete filled inside. The axial and flexural
load carrying capacities of small diameter HCFFT piles were evaluated through the experimental and theoretical studies.
In this study, we suggest the cross-section and manufacturing process of large diameter HCFFT pile which is expected to
improve the quality and productibility of large diameter HCFFP pile.

1. 서 론
하이브리드 FRP-콘크리트 합성말뚝(hybrid concrete
filled FRP tube pile, HCFFT pile)은 기존의 CFFT 말뚝
(concrete filled FRP tube pile)의 휨성능을 개선하여,
축방향 및 원주방향으로 보강섬유가 배치될 수 있도록 모
듈화된 PFRP (pultruded FRP)를 제작하고 그 부재의 외부
를 필라멘트와인딩 FRP(Filament winding FRP, FFRP)로
보강하는 복합재 이중구조로 구성되어 있는 말뚝 형식이
다.
기존 연구(최 등, 2011; 강, 2012; Choi, et al.,
2012)에서는 HCFFT의 구조적 거동을 파악하기 위한 실험
을 실시하기 위하여 소구경(  300  ,  400  ) 단면
HCFFT 실험체를 제작하고 실험 결과를 참고로 하여 설계
에 반영할 수 있는 식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상용되고 있는 말뚝 부재의 단면은  600  이상의 대구
경 단면이 대부분이며, 상용화를 위한 대구경 HCFFT의 제
작은 소구경 실험체의 제작방법을 적용할 경우 기타 말뚝
형식에 비해 작업성, 작업시간 등의 측면에서 한계를 지
니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에서 수행한
소구경 HCFFT 말뚝의 제작방법을 재검토하여 대구경
HCFFT를 제작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하였다.

(a) 300 
(b) 400 
Fig. 1 소구경 HCFFT의 단면 형태(강, 2012)
PFRP는 제작한 금형으로 보강섬유와 레진을 함침하여
인발성형하기 때문에 PFRP 부재와 금형의 이탈을 위해 이
형제를 사용한다. 이형제는 PFRP 부재와 다른 FRP 요소와
의 결합을 저해하기 때문에 HCFFT 제작을 위해서는 사전
에 제거하여야 한다. 따라서 기존 연구에서 수행한 필라
멘트와인딩 공정은 PFRP 부재의 이형제를 제거한 후 실시
하였다(강, 2012). 이형제를 제거한 PFRP 부재는 HCFFT
용 고정형 멘드렐을 이용하여 가결합한 후 필라멘트와인
딩 공정을 실시하여 PFRP-FFRP 합성부재를 제작한다. 또
한 제작한 PFRP-FFRP 합성부재는 단면 내에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HCFFT를 제작한다. 이러한 소구경 HCFFT의 제작
공정은 PFRP 제작, 필라멘트와인딩 공정, 콘크리트 타설
이 모두 별도의 공정으로 진행된다. 소구경 HCFFT의 개략
적인 제작과정은 Fig. 2에 나타내었다.

2. 소구경 HCFFT의 제작방법
기존 연구(강, 2012)에서 소구경 HCFFT 단면은 8개의
PFRP를 결합하여 1개의 단면을 구성하도록 설계하였으며,
PFRP 외부를 FFRP로 보강하였다. 기존 연구에서 제시한
소구경 HCFFT의 단면 형태는 Fig. 1에 나타내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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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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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 연구에서는 기존에 PFRP 제작과정과 필라멘트
와인딩 공정을 별도로 수행하던 방법을 개선하여 연속생
산공정을 제안하였다. 연속생산공정은 인발된 PFRP 부재
를 인력으로 결합한 후 부재 양 끝단에 고정형 철물을 삽
입 후 와인딩 머신에 장착한다. 요구되는 FFRP 두께가 생
산된 후에는 와인딩 머신으로부터 탈형하여 별도의 경화
공정을 실시하고 경화 후에는 양 끝단의 작업여유 부분을
절단하여 PFRP-FFRP 합성부재를 생산한다. 즉, 연속생산
공정은 기존에 HCFFT를 제작하기 위한 모든 작업을 일원
화하여 대량생산에 적합하도록 구성한다(강, 2012). 연속
생산공정의 개념도는 Fig. 5에 나타내었다.

(c) 고정형 맨드렐 (d) 필라멘트와인딩 공정

Fig. 2

(e) 콘크리트 타설
소구경 HCFFT의 제작공정(강, 2012)

3. 대구경 HCFFT의 제작공정
대구경 HCFFT 부재의 생산과정은 이형제 제거 작업을 간
소화하기 위하여 PFRP 부재간의 연결방법을 기계식 연결
방법을 대체하였다. 즉, 각 PFRP 부재에 있는 가이드를
이용하여 별도의 요철을 갖는 2가지 형태의 PFRP 부재를
제작하고 기계식 접합을 통해 단면을 구성하도록 제안하
였다. 기계식 연결방법은 PFRP와 FFRP 부재간의 접합을
제외한 이형제 제거 작업을 생략하여 시간 및 인건비 측
면에서 효과적이다. 대구경 HCFFT의 기계식 연결방법은
Fig. 3에 나타낸 것과 같다.

Fig. 5

4. 결 론
이 연구에서는 대구경 HCFFT의 상용화를 위하여 기존 연
구에서 수행한 HCFFT의 제작공정의 개선방법을 제안하였
다. 이 연구에서 제안한 HCFFT의 생산방법은 대구경
HCFFT 뿐만 아니라 소구경 HCFFT의 제작에 적용할 경우에
도 유용하게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실
질적인 제작방법에 적용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방안이 마
련된 연속생산공정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 또한 필요할 것
으로 판단된다.

(a) PFRP 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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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PFRP 부재의 연결
Fig. 3 PFRP 부재 간의 기계적 연결(강,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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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에 나타낸 것과 같은 PFRP 부재는 연결 후 외부
의 이형제 제거를 위해 blasting machine을 이용한다.
Blasting machine은 모래 또는 작은 원형 금속을 고압으
로 내뿜어 결합된 PFRP 부재의 외면에 거칠기를 주도록
고안되어 있다. Blasting machine을 사용할 경우 작업시
간이 단축되고 균질한 품질을 유지할 수 있다(강, 2012).
Blasting machine의 형태는 Fig. 4에 나타내었다.

Fig. 4 Blasting machine(

연속생산공정(강,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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