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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냅-핏 착탈 연결부를 가지는 보도교용 복합소재 바닥판의 개발 및 적용
Development and Applications of Composite Bridge Deck with Vertical
Snap-Fit Connection Using for Pedestrian Bridges
홍 기 증* · 박 신 전** · 이 성 우***
Hong, Kee-Jeung · Park, Sin-Zeon · Lee, Sung-Woo
ABSTRACT
In recent days composite bridge decks are increasingly used to new and rehabilitated bridges due to their many
advantages such as light weight, high strength, high durability, low maintenance costs and fast installation. To further
promote usage of composite bridge decks, the authors have developed decks of new profile having innovative vertical
snap-fit connection. Through this development, significant enhancement of constructability and economy are obtained by
overcoming the drawbacks of conventional composite decks of tongue-and-groove connection. The paper introduces some
research results and notable applications for the developed composite decks of snap-fit connection using for pedestrian
bridges. Owing to their considerable advantages of the developed composite decks, increasing number of applications is
currently underway in Korea.

1. 서 론

설계되어왔다. 하지만, 이러한 암수접착구조는 바닥판 패
널간 및 바닥판-거더간 연결설치시 구조적 일체화를 보장
하기 어렵고, 시공이 비효율적이며 공기가 지연됨에 따라
공사비가 증대되는 문제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기존의 암수접착구조의 바닥판 패널간 및 바닥판-거더간
연결방식의 문제점을 해결함으로써 시공성과 경제성을 크
게 향상시킬 수 있는 혁신적인 기계적 착탈구조의 스냇핏 연결부(snap-fit type connection, SF)를 가지는 복합
소재 교량 바닥판 단면을 개발하였다[3,4,5]. 본 연구의
스냅-핏 연결구조는 바닥판 패널간 및 바닥판-거더간 연
결부 시공성 크게 개선함과 동시에, 기계적 접합구조와
함께 화학적 접착을 이용하여 연결부 구조의 신뢰성을 제
고할 수 있게 된다. 본 연구의 스냅-핏 착탈 연결부를 가
지는 복합소재 교량 바닥판은 구조해석 및 시험에 의한
성능검증을 통해, 현재, 국내의 보도교 신설 및 기존 교
량의 보도부 확장에 성공적으로 적용되고 있으며, 본 논
문에서는 보도교용 스냅-핏 복합소재 바닥판의 대표적인
적용사례를 함께 소개하고자 한다.

섬유강화 폴리머(fiber reinforced polymer, FRP) 복합
소재는 경량, 고내구성 및 고강도 특성을 보유하여 종래
에 사용되어온 콘크리트와 강재를 대체할 수 있는 건설분
야 신소재로 설계 및 제조기술의 개발 및 적용이 최근 활
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복합소재의 건설분야 적용
기술은 상하수도관, 폐수처리시설, 해상파일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활용영역이 점차 넓어지고 있으며, 이 중 교
량 바닥판은 구미선진국과 격차 없이 국내에서 연구 개발
되어 현재 실용화 단계에 있는 가장 유망한 복합소재 건
설분야 적용기술이다. 복합소재 교량 바닥판은 고내구 내
부식 특성으로 인하여 교량수명을 연장시키고 유지관리비
를 절감함으로써, 구조물의 생애주기비용(life cycle
cost)를 크게 줄일 수 있다. 특히, 콘크리트 바닥판 대비
1/4 정도의 경량 특성을 보유하고 있어 사하중을 크게 경
감시킬 수 있어 하부구조의 경제적 설계가 가능하게 된다
[1]. 이러한 복합소재 교량 바닥판의 경량 특성을 이용하
여 기존 교량의 하부구조 보강 없이 보도부를 확장할 수
있게 된다.
2014년 3월 현재, 국내 13개소의 도로교량(총 면적
20.094 m2)및 26개소의 보도교량(총 면적 35,883 m2)에 본
연구진이 개발한 인발성형 복합소재 교량 바닥판(제품명:
델타데크™)이 적용되었으며, 이는 미국의 복합소재 교량
전체 적용실적을 훨씬 능가하는 수준이다[2].
현재까지, 대부분의 복합소재 교량 바닥판은 접착재를
이용한 암수접착(tongue-and-groove type connection,
TG)에 의해 바닥판 튜브 및 패널간 연결이 이루어지도록

2.

보도교용 스냅-핏 복합소재 바닥판의 개발

본 연구의 복합소재 교량 바닥판은 유리섬유와 불포화
폴리에스테르 수지를 주요 구성재료로 하며, 대량 생산
및 품질관리가 용이한 인발성형으로 제조된다. 그림 1에
서는 보도교용 스냅-핏 복합소재 바닥판의 튜브간 기계적
결합 개요를 보여주고 있으며, 그림 2에서는 보도교용 스
냅-핏 복합소재 바닥판의 거더(H빔)상의 거치 및 고정과
정을 보여주는 것으로 바닥판-거더간 스터드 볼트 설치
후 바닥판의 튜브 및 패널간 기계적 결합이 동시에 이루

* 정회원․ 국민대학교 건설시스템공학부 부교수, E-mail: kjhong@kookmin.ac.kr - 발표자
** 정회원․ 국민대학교 구조안전연구소 연구위원, E-mail: sinzeon@kookmin.ac.kr
*** 정회원․ 국민대학교 건설시스템공학부 교수, E-mail: swlee@kookmin.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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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보도교용 스냅-핏 복합소재 바닥판의 바닥판 튜브간 결합 개요
표 1. 보도교용 스냅-핏 복합소재 바닥판의 종류
SF75L

SF75H

SF100

SF125

단면 높이

75 mm

75 mm

100 mm

125 mm

단위 폭

700 mm

470 mm

500 mm

500 mm

2

2

2

60 kg/m2

모델명
단면도

단위 무게

30 kg/m

최대 지점거리

1.5 m

35 kg/m
1.8 m

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2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
이, 복합소재 바닥판 튜브는 거더 상면에 거치된 후, 스
터드 볼트를 이용하여 거더와 일체로 연결된다. 바닥판
튜브와 거더간 연결시공이 완료되면, 다음 단계의 복합소
재 바닥판 튜브를 거치하고 기계적 스냅-핏 연결구조를
통해 수직방향으로 결합하게 된다. 이러한 바닥판-거더간
연결과 바닥판 튜브간 연결은 전체 바닥판 설치공정이 완
료될 때까지 반복함으로써 매우 간단하게 전체 바닥판을
형성할 수 있게 된다.

40 kg/m
2.0 m

3.0 m

할 수 있게 되어 연결부의 구조안전성과 내구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 그림 2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기존
의 암수접착 연결구조와 대비하여, 본 연구의 스냅-핏 연
결구조는 단순화된 연결시공을 가능케 함으로써, 시공성,
시공품질 향상 및 공기단축 등 우수한 효과를 보장할 수
있다[4].
다양한 형식의 보도교량에 스냅-핏 복합소재 바닥판을
적용하기 위하여, 단면두께 75mm, 100mm 및 125mm를 가지
는 일련의 보도교용 스냅-핏 복합소재 바닥판을 개발하였
다. 표 1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개발된 바닥판은 단면
및 구성부재의 두께에 따라 SF75L(light duty),
SF75H(high duty), SF100 및 SF125로 구분되며, 거더간
최대 지점거리 1.5m에서 3.0m에 설치될 수 있도록 설계되
었다. 그림 3은 인발성형에 의한 SF75H 보도교용 스냅-핏
복합소재 바닥판 튜브의 제조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보도
교량의 바닥판-거더 연결에 있어, 바닥판과 거더의 합성
거동이 요구되지 않기 때문에 스냅-핏 복합소재 바닥판은
단순한 볼트접합에 의해 매우 효율적으로 설치될 수 있는
장점을 가진다.

3. 스냅-핏 복합소재 바닥판의 성능검증
보도교용 스냅-핏 복합소재 바닥판의 성능검증을 위
해, 바닥판 튜브 및 이를 연결한 바닥판 패널에 대한 휨
성능 시험, 스냅-핏 연결부 성능시험뿐만 아니라 국부부
재의 휨, 전단 및 좌굴에 대한 시험을 개발된 바닥판 모
델별로 수행하였다. 2m 간격의 지점으로 지지된 SF75H 복
합소재 바닥판의 3점 휨시험 결과, 5kN/m2의 보도교 설계
하중에 의한 처짐 사용성 기준인 최대처짐 L/300(L:지점
거리)을 발생시키는 등가 집중 활하중에 대해 3.7의 강도
안전율을 보유하고 있으며, 보도교 설계하중에 대해서는
약 28배의 큰 내하력을 보유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3].

그림 2. 보도교용 스냅-핏 복합소재 바닥판의
바닥판-거더간 고정연결
복합소재 교량 바닥판의 스냅-핏 연결구조는 바닥판튜
브간 연결부의 기계적 착탈(snap in/snap out)이 가능한
구조로서 임시교량, 응급복구 교량 및 군사용 작전교량
등의 조립식 바닥판으로 이용될 수 있으며, 바닥판부재의
재사용이 가능한 장점을 가진다. 영구적으로 사용되는 복
합소재 바닥판의 경우, 스냅-핏 연결구조에 의한 기계적
접합과 함께 에폭시 접착재를 이용한 접착을 동시에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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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복합소재 바닥판(SF75H)의 인발성형 제작

그림 5. SF75H 복합소재 바닥판의 연결부 착탈시험

SF75H 복합소재 바닥판의 성능시험과 관련하여, 그림
4에서는 연결부 착탈시험의 개요와 스냅-핏 연결부의 변
형율 게이지 설치 위치를 보여주고 있으며, 그림 5에서는
연결부 착탈시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연결부 착탈시험
은 3회 반복 수행되었으며, 기하학적 비선형 유한요소해
석을 통해 시험결과의 적정성을 분석하였다. 그림 6의 연
결부 유한요소해석 결과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연결부
착탈시 최대 인장응력은 53.52MPa이며, 최대 압축응력은
36.40MPa이다. 이때, 바닥판의 횡방향 탄성계수인
11,000MPa을 고려하여 계산된 최대 인장변형율은 4,865 
이며, 최대 압축변형율은 3,309  이다. 연결부 착탈시험
에서 결합시 최대 인장응력은 37.65MPa, 최대 압축응력은
16.98MPa으로, 부재의 인장강도 50MPa, 압축강도 110MPa
과 대비하여 충분한 강도 안전율을 가지는 것으로 평가되
었으며, 결합 및 이탈시험을 통해 어떠한 균열손상도 발
생하지 않았다. 또한, 스냅-핏 연결부 결합시 시험결과에
대한 Tsai-Wu 파괴해석 결과, 인장부(S2)에서 2.03, 압축
부(S1)에서 6.6의 안전율의 충분한 구조안전성을 가지는
것으로 평가되며, 스냅-핏 연결부 이탈시험 결과에서도
유사한 결과를 보여, 충분한 구조안전성을 입증되었다.
전술한 다양한 시험을 통해, 보도교용 복합소재 바닥
판의 보도하중에 대한 구조안전성과 사용성 및 스냅-핏
연결부의 기능성이 검증되었으며, 이를 토대로 보도교용
스냅-핏 복합소재 바닥판은 국내 상당수 자전거 및 보행
용 교량에 적용되었으며, 향후 신설 교량에 시공될 예정
이다.

그림 6. 스냅-핏 연결부
결합시 유한요소해석

4. 스냅-핏 복합소재 바닥판의 현장적용
개발된 스냅-핏 복합소재 바닥판은 기존 교량의 보도
확장에 매우 효율적인 대안으로 적용될 수 있다. 이러한
보도확장의 대표적인 적용사례는 2009년 완공된 약 1.7km
연장의 한강대교 보도 및 자전거도로 확장으로 경량의 복
합소재 바닥판(SF75L)이 기존 콘크리트 바닥판 철거 후
설치되었다. 1.34ton/m 단위중량을 가지는 기존 콘크리트
바닥판을 신설 강재 브라켓을 포함하여 0.71 ton/m 단위
중량의 스냅-핏 연결부를 가지는 복합소재 바닥판으로 대
체함으로써, 보도폭을 기존 2.5m에서 4.5m로 확장하였다.
이러한 기존 교량의 보도확장 기법은 하부구조의 보강 없
이 보도를 확장할 수 있는 신속하고 가장 경제적인 방안
으로 평가된다. 그림 7에서는 한강대교 보도확장을 위한
스냅-핏 복합소재 바닥판의 시공모습과 완공 후 전경을
함께 보여주고 있다. 그림 7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남
측의 아치 교량과 북측의 강판형 교량 양측 보도의 확장
에 복합소재 바닥판이 이용되었으며, 보행도로와 구분을
위해 자전거도로는 붉은 색으로 구분하여 도색되었다.
개발된 스냅-핏 복합소재 바닥판은 다양한 형식의 보
도교량의 신설에 적용될 수 있다. 그림 8에서는 행정중심
복합도시의 금강1교에 설치된 연장 1.4km, 폭 4.5m의 자
전거도로를 보여주고 있다. 이 경우, 교량상부는 차량전
용으로 이용되고, 교량의 양측 하부에는 브라켓을 설치한
후 경량 복합소재 바닥판을 설치하여 자전거도로로 이용

그림 4. 연결부 착탈시험 개요 및 변형율계 설치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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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별도의 추가공사의 비용 없이 교
량 형하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한 예이다. 또 다른 적용
예로서, 그림 9에서는 2007~2012년에 시공된, 총 연장
2.3 km, 폭 5.0 m의 기흥호수공원 보도교를 보여주고 있
다. 유지관리비 절감을 위한 고부식 환경의 전형적인 적
용 예로 그림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긴 연장을 가지는
곡선교량에 대한 스냅-핏 복합소재 바닥판의 적용성을 함
께 보여주는 사례이다. 이 외에도, 스냅-핏 복합소재 바
닥판은 상당수의 보도교량과 보도확장에 이용되고 있다.

그림 9. 기흥호수공원 보도 및 자전거도로 바닥판
(2007-2012)

5. 결론

(a) 복합소재 바닥판의 설치

본 논문에서는 신개념의 수직방향 스냅-핏 연결구조를
가지는 보도 및 도로용 인발성형 복합소재 교량 바닥판의
연구개발결과와 적용현황을 소개하였다. 개발된 저하중용
스냅-핏 복합소재 교량 바닥판은 이미 국내 다수의 보도
교 및 기존교량의 보도부 확장에 널리 이용되고 있으며,
경량, 고강도, 고내구성, 공기단축, 공사비 절감 및 시공
성 향상 등 장점으로 최근까지 그 적용이 증가하는 추세
에 있다. 보도교의 대표적인 적용사례를 통해, 기존 교량
의 콘크리트, 강재 및 목재 바닥판을 대체할 수 있는 대
안으로서 본 연구의 수직방향 스냅-핏 연결구조의 복합소
재 교량 바닥판은 그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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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수성 포장의 슬래브드레인 관경 결정에 관한 사례 연구
A Case Study on Slab Drain Diameter for Drainage Asphalt
김영진*· 윤수환**· 이정민***· 배기선****
Kim, Young-Jin · Yun, Su-Hwan· Bae, Kee-Sun
ABSTRACT
This study is for reduction of heat island to control the rise in climate, temperature changes, according to the passage of
a vehicle due to cyclic loading, such as cracks in the asphalt layer in order to determine the proper diameter control and
caused the asphalt to prevent damage. Slab drain is suitable to determine drainage asphalt diameter.
Key Words: slab drain, drainage asphalt, crack, temperature

1. 서 론
일반적으로 저소음 배수성 포장은 우천시 미끄럼 저항
성 향상, 시인성 향상 및 교통소음저감을 목적으로 방음
벽의 설치 유무를 결정하는 등 다양한 성능을 가지고 포
장을 하게된다. 배수성 포장을 적용할 때에는 배수층 내
부로 침투한 물을 어떻게 빨리 배수시키는지가 매우 중요
하므로 적절한 배수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배수시설의
규격 및 재질, 선정방법 등이 필요하다. 이러한 배수성
포장성능의 향상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적절한 유공관
(slab drain)의 관경 결정, 설계 및 시공에 따라서 노면
배수를 원활하게 유지할 뿐 아니라 빠른 배수성능으로 인
하여 도로 포장면의 수명을 향상시킬 수 있는 효과를 가
지고 있다. 또한 이상기후로 인한 도심지의 열섬완화, 집
중호우시 도로 포장체의 건전성 확보 등 환경부하를 경감
시키기 위한 포장공법으로는 투수성포장, 배수성포장 등
의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고, 최근에는 복층포장으로의 시
장이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2. 배수성 포장
토목용어 사전에 보면 배수성포장은 “표층 또는 표층
· 기층(基層)에 공극률이 15%~25% 정도인 개립도(開粒
度) 타입의 혼합물을 써서 하층을 불투수층으로 하는 아
스팔트 포장. 빗물을 노견부(路肩部)에 처리하는 기능을
가지며, 하이드로플레이닝(hydroplaning) 현상 등의 방지
에 효과가 있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노반 이하에 물을
침투시키지 않는 구조로 표층 또는 표층･기층에 사용하고
있고, 그 바로 아래에 불투수층을 설치하여 길 어깨 또는
측구에 배수하는 포장구성으로 형성되어있다. 불투수층

상부에서 우수가 배수되므로 빗물에 의한 하부 골재층의
교란 또는 유실이 없고, 골재 맞물림으로 중차량하중을
지지할 수 있다. Fig. 1에서와 같이 배수성 아스팔트 포
장은 표층내부에 침투한 빗물을 집수정으로 유도하기 위
하여 유공관을 설치한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일
부지역에서는 관 연결부를 유공관에 대한 설치 및 유지관
리에 대한 홍보 부족으로 인하여 배출구를 모르타르로 마
감처리 하여 배수기능을 저하시키고 있고, 유공관 미설치
로 인하여 집중호우시 도로포장면으로 우수배제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Fig. 1 배수성포장의 배수(좌)와 유공관(우)
또한 유공관의 적정 선정 방안 및 설계에 대한 자료가
없으므로 인하여 도로의 차선수 및 지역별 강우강도를 고
려치 않고 획일적으로 유공관의 관경을 결정하다보니까
관경부족 및 관변형 문제 발생 등 계획, 설계 및 시공적
관점에서의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장에서 설계 대상지구를 선정하여 수문학적
기법을 통한 관경 결정을 제안하고자 하였으며, 설계변경
및 배수성 포장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고자 한
다.
2.1 배수성능의 향상
배수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종방향 및 횡방향 등
으로 유공관을 설치하는데, 종방향으로 설치되는 유공관
은 차량 진행 방향 및 노면수의 원활한 배수를 위하여 도

* 정회원, 토지주택연구원 수석연구원 공학박사 E-mail: yjkim016@lh.or.kr - 발표자

** 정회원, 유한회사 이지스건설 대표이사 E-mail: egis112@daum.net
*** 비회원, 토지주택연구원 수석연구원 공학박사 E-mail: andrew4502@lh.or.kr
**** 정회원, 한양대학교 연구교수 공학박사 E-mail: bks@hanyang.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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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끝단 L형측구에 설치하여 배수를 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차량하중으로 인한 충격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
횡방향으로의 유공관 설치는 도로 포장 내부로 침투한
물의 신속한 배수를 위하여 횡방향 유공관 설치가 좋으
나, 횡방향 유공관이 중간층에 설치되되므로 인하여 유공
관 고정 후 아스팔트 포장시 피니셔 또는 덤프트럭 등의
차량하중재하에 따라 유공관이 탈락되고, 소성거동으로
인한 변형 및 재질의 성질변화 등으로 인하여 설치 및 유
지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다. 다만, 중간층을 25mm×25mm이
내로 커팅하여 유공관을 삽입하여 포장하면 가능하나 도
로 운영중에 커팅한 곳에서 배수성포장 표층에 균열 가능
성이 크고, 도로 중간층 포장의 횡단면 경사에 의해서 쉽
게 배수가 가능하여 횡방향 유공관의 설치 대비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종방향 유공관의 내경은 포장체 두께의 1/3을 넘지 않
는 것이 좋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하부 포장층에 홈을 파
서 설치방안 마련 및 포장재료의 공극률과 지역별 배수성
능에 따라서는 내경이 20㎜에서 30㎜ 정도로 상향하여 적
용하고 통수단면을 최대한 크게 하여 우수를 신속히 배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설계방안이라고 판단된
다. 국토해양부 2011년 “배수성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
및 시공 잠정지침”자료에 의하면 유공관의 규격을 Φ20
㎜로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으나, 지역별 강우강도와 설
계유량에 따른 적정단면 산정과 집수면적에 따른 통수능
과 연계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2.2 관경 결정
일반적인 통수능 산정식에 의하면, Q(m3/sec) = A V 로
(8/3)
으로서 단면
서 매닝의 조도계수를 활용하면 Q=2.936d
-5
적 d는 10mm 유공관인 경우에 Q10 = 1.36Ⅹ10 이고, 15mm
유공관인 경우 Q15 = 4.0Ⅹ10-5, 20mm 유공관인 경우 Q20 =
-5
8.7Ⅹ10 로서 유공관의 직경이 5mm 증가할 때마다 약 두
배의 통수능력을 발휘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지역
별, 지속시간별, 확률강우량도 작성에 의한 지역상수 값
을 적용하여 대입하면 적정한 유공관의 관경을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2.3 설계상의 개선방안
유공관의 재질은 일부 횡방향에서 스텐레스 재질로 적
용되어 있으나, 스텐레스 스틸 스프링은 수직하중에는 강
하나 수평하중시 저항성이 부족하여 아스팔트 포장시 스
프링의 밀림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차량주행 등 마찰
면의 마찰로 인하여 표면 코팅부의 벗겨짐으로 인하여 겨
울철 제설제인 염화칼슘 및 산 등에 약해서 부식우려가
있다. 또한 도로교 설계기준에서 제안하고 있는 차량축
하중 이상을 견딜 수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된다. 일반적
으로 유공관은 집수정의 시공이 끝난 후 모르타르로 마감
처리하여 기능을 저하시키거나 과다한 처짐발생(5% 변형
기준)으로 인한 도로침하발생, 유공관 재질의 온도저항성
이 낮아 포장시 녹아내리는 현상 발생, 일부 스텐레스 재
질의 시공후 차량주행 및 정지시에 도막이 벗겨짐으로 인

하여 부식이 발생 하는 사례 등으로 대별할 수 있음. 따
라서 Fig. 2에서와 같이 내시경을 통한 유공관에 대한 품
질관리에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다.

Fig. 2 품질관리의 필요 (좌:내시경, 우:단면폐쇄)

4. 결 론
도로포장공사시 배수성 포장의 경우 일반적으로 20%의
공극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인천해안지역에서는 도로 차
선수가 3차선인 경우 통수능확보를 위해서는 25mm가 적정
하다고 나타났으나 현재 국내에서 생산되고 있는 최대관
경이 20mm이므로 이를 설계에 적절히 반영하여야 한다.
배수성 포장에서 사용되는 유공배수관은 도시내 우수유
출량 산정과 도로 차선수와 연계하여 유공관에 대한 시방
서 기준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으며, 유공관의 지역별 산
정계수(지역별, 지속시간별, 조도계수, 확률강우량에 따
른 강우강도, 도로 차선수, 유출계수, 횡경사, 재질의 특
성을 고려, 도로포장의 공극률, 염화칼슘 등에 강하고 차
량재하 하중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재료선정 등)을 고려
하여 장기적으로는 유지관리에 필요한 내시경조사를 통한
관로 상태진단 등을 실시하여 적정한 관종 선정에 대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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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소재 도로시설물 지주구조의 실차 충돌 시뮬레이션
Real Car Crash Simulation of Composite Post Structures for Road
Facilities
노 명 현* · 김 규 동** ·손 병 직*** · 이 상 열****
Noh, Myung-Hyun · Kim, Gyu-Dong · Son, Byung-Jik · Lee, Sang-Youl
ABSTRACT
This study carried out real car crash simulation of composite post structures for road facilities. The effects of different
material properties of composites for various parameters are studied using the LS-DYNA finite element program for this
study. In this study, the existing finite element analysis of steel post structures using the LS-DYNA program is further
extended to study dynamic behaviors of the structures made of various composite materials. The numerical results for
various parameters are verified by comparing different models with displacements and stress distribution occurred in the
post and car.

1. 서 론
도로시설물 중 가로등이나 표지판 지주 등은 차량과
도로 이용자가 안전하게 통행하기 위해 필수적인 시설물
이다. 일반적으로 도로에서의 부대 시설물로 취급되어 풍
하중에만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고 있다(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2006). 그러나 차량 충돌 관점
에서 볼 때 이들 지주들은 도로 위에서는 위험 요소이다.
일반적으로 가드레일이 없는 구간에서 고정 지주와의 충
돌은 충돌 에너지가 대부분 차량에 흡수되어 탑승자 안전
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국
내에서는 강결된 원형 지주에 관한 탑승자 안전성 평가를
수행한바 있으나 지주 분리에 대한 역학적 규명이 부족하
다(Ko et al., 2010). 또한, 이러한 충격 흡수를 차량보다
는 지주에 전달되어 운전자의 안전을 최대한 보호할 수
있는 구조가 되어야 할 것이다.
최근 소재산업이 급격하게 발전하면서 다양한 구조성
능을 만족시키는 복합소재가 개발되어 생산되고 있다. 따
라서, 구조성능의 목적에 따라 충격 흡수용 지주구조에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
서는 도로시설물의 지주구조를 대상으로 몇 가지 복합소
재를 적용하여 실차 충돌시뮬레이션을 실시한다. 본 연구
는 복합소재 지주구조가 차량의 충돌 시 충격을 흡수하는
정도를 비교하여 복합소재가 충격 흡수에 효과적으로 적
용할 수 있음을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돌한다고 하면 Fig. 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블록  와
 사이에 완전 부착으로 가정할 때 블록  가 충돌 후
유한요소에서 발생하는 경계 힘들은 수직력  과 전단력
 로 구분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충돌해석에서의 수직
력이 전단력보다 높게 난다. 특히 충격 분리를 고려할 시
유한요소 내에서 발생하는 수직력은 지주의 모멘트 때문
에 경계면에서 발생한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충돌 시뮬레이션에 대한 선행
해석으로 LS-DYNA와 TIEDBREAK_NODES_ONLY 옵션
을 사용하여 완전부착상태 및 분리조건에서의 블록  면
에서의 힘의 분포를 시뮬레이션 해 보았다 (Figs. 1-2).
블록  의 밑면을 고정으로 하고 블록  와 블록  는
완전 부착으로 가정되었다. 또한 블록  가 -x방향으로
0.1m/s 속도로 블록  에 충돌하였다. 본 시뮬레이션은
간단한 블록 모델이고 충돌 위치가 무게중심 보다 낮게
있어 전단력이 높게 나왔다. 그러나 지주의 경우 수직력
이 분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므로 전단력에 대한 영향
은 무시하기로 한다. 여기서, 최대 수직력은 3.83초에서
2.1 N로 충격 분리를 적용하였다.

2. 충격 분리 시뮬레이션 기본 이론
만약, 2개의 블록  ,  에 블록  가 v 속도로 충

Fig. 1 Block crash simulation mode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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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onding condition

(b) Separating condition

Fig. 2 Block crash simulation

3. 충격 분리 지주 시뮬레이션
먼저 충격분리형 지주는 차량이 충돌할 때 지주의 변
형이 일어나고 이때 발생되는 임계응력 값을 초과하면 지
주가 분리되는 구조로 설계되었다. 본 논문에서 사용되는
지주의 높이는 상부지주 3200mm와 하부지주 500mm를 합하
여 총 3700mm이고 그 중 하부지주는 지중에 매설되어 6방
향 자유도 모두 강결되는 조건으로 모델링 하였다(Fig.
3). 지주의 상부에는 1250mm×1200mm의 표지판이 완전 부
착되는 것으로 가정하였으며 상부지주와 하부지주는 파단
력에 도달하면 차량 충돌 시 이 곳에서 지주가 분리되는
것으로 하였다. 또한, 강관 지주는 직경 101.6mm, 두께
4mm를 갖는 shell element로, 표지판도 마찬가지로 4mm의
두께를 갖는 shell element로 모델링 하였으며 4개의
clip과 2개의 맞닿은 slip base는 solid element를 적용
하였다. 복합소재는 강관 지주와 동일한 제원으로 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Fig. 4는 대표적인 실차 충돌 시뮬레이
션을 보여준다.

Fig. 4 Real car crash sim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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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Real car crash simulation modeling

4. 요약 및 결론
충격 흡수가 우수한 복합소재를 적용하여 실차 충격시
뮬레이션을 실시하여 구조성능을 분석하였다. 향후 보다
다양하고 상세한 매개변수 연구를 통하여 결과에 대한 검
증을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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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성 연성 보강법을 활용한 RC 기둥의 내진성능
Seismic performance of RC columns utilizing high toughness and
ductility reinforcement method
장준호* · 김승직** · 박동병*** · 김시윤****
Chang, Chun-Ho · Kim, Sung-Jik · Park, Dong-Byung · Kim, Si-Yun
ABSTRACT
This paper experimentally investigates the seismic performance of RC columns retrofitted by Super Reinforcement with
Flexibility (SRF). A total of three specimens with a scale factor of 1/2 were constructed and tested in order to assess the
structural behavior of the retrofitted RC columns. One specimen was a non-seismically designed column without any
retrofitting method while others were retrofitted with either one or two layers of SRF by using urethane adhesive. The
static cyclic testing with a constant axial load was conducted to assess the seismic performance of the retrofitted RC
columns. It is concluded that the SRF retrofitting method increases the strength and ductility of the RC columns and can
also impact on the failure mode of the columns.

1. 서 론

2.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은 우수한 내구성 및 시공성 등의
장점으로 건설 분야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시
공, 각종 자연현상 또는 구조적인 요인들에 의해 시간이
경과하면서 노후화와 내력저하 등 여러 가지 구조적인 성
능저하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
하기 위해 국내에서는 내진설계 규정이 『도로교표준시방
서』와 『건축구조설계기준(2009)』에 도입되었으며, 기
존의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의 내구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보수․ 보강공법에 대하여 많은 연구가 수행 중
에 있다. 보수․ 보강공법에는 강판보강법, 섬유보강법등
으로 크게 나누어지는데 강판보강법은 강판을 부착하여
구조물의 내력을 향상시키는 장점이 있지만 시공성의 단
점과 재료의 자중의 증가로 사용이 미미한 실정이다. 섬
유보강법에는 크게 탄소섬유와 유리섬유가 있는데 이 공
법들은 섬유시트를 접착제로 붙여 일체화시켜 구조물의
내구성 향상과 장기간의 강도 유지가 가능하며 경량성,
부식성, 방수성들의 장점들이 있다. 하지만 유리섬유는
탄소섬유 가격의 1/3정도의 경제성과 높은 연성도를 기대
할 수 있지만 탄소섬유보다 낮은 인장강도로 인해 보강재
로써의 사용비중이 미미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의 내진성능평가를 위하여 이용되는 전형
적인 반복가력실험을 통하여 내력과 연성 능력을 향상 시
킬 수 있는 SRF(Super Reinforcement with Flexibility)
보강재를 사용하여 보강된 철근콘크리트 기둥의 구조 성
능을 평가하여 새로운 연성 보강재의 내진 성능 기초 자
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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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 계획 및 방법

2.1 실험체 성능보강 계획
구조물의 지진하중에 저항하기 위한 내력의 확보와 구
조부재의 연성거동을 유도하며, 비 내진기둥의 거동특성
을 파악하기 위하여 무보강 실험체와 랩핑 횟수를 달리한
실험체를 Table 1과 같이 고려하여 실험을 수행하였다.
Table 1. Testing parameters
실험체명

SRF래핑방법(높이:1400 mm)
래핑횟수

NRF
SRF-1
SRF-2

두께
무보강

1
2

3 mm
6 mm

2.2 실험체 설치 및 계측
실험체의 실험세팅은 Fig. 1과 같이 Actuator를 내력
벽에 고정하였고, Actuator와 기둥사이에 가력 빔을 제작
하여 설치하였다. 하중블록은 안정적인 축력을 전달하며
실험의
안정성을
위해
하중블록
중심에
500×500×200(mm)홈을 내어 기둥에 하중블록을 연결시켰
다. 가력 빔의 위치는 기둥상부에서 200 mm 아래에 설치
되어 실험하였다. 횡방향 변위를 측정하기 위하여 Fig. 2
에서 볼 수 있듯이 실험체의 상단부와 하부에 실험체의
직각방향으로 6개의 와이어 변위계(Wire Sensor)를 설치
하였으며, 또한 곡률(curvature)을 측정하기 위하여 실험
체의 길이방향으로 가력방향과 가력방향의 반대면에 3개
씩, 상․ 하면에 2개의 총 8개의 변위게(LVDT)를 설치하

부교수, E-mail: changclint@gmail.com - 발표자
조교수, E-mail: sjkim4@km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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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

였다. 또한 콘크리트 압축연단의 변형률과 종방향 철근
및 횡방향 철근의 변형률을 측정하기 위하여 변형률 게이
지를 부착하였다.

중은 약 10.69% 증가하였으나 이력곡선에는 큰 차이를 보
이지 못했다. 이 원인은 SRF-2 실험 수행 시 Actuator 의
stroke의 한계와 적재하중블록의 안전상 문제로 인해 실
험에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보안한 추
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4) 본 연구에서 수행한 실험을 근거로 할 때 새로운
인성보강재을 이용한 SRF보강법은 기존의 기둥 보강재보
다 안전성을 개선시키며, 적용성, 활용성 및 내진성능에
서 효과적인 공법으로 사료된다.

References

Fig. 1 Testing setup

Fig. 2 Instrumentation plan

3. 결론
본 연구에서는 경제성 및 현장적용 시공성이 우수한
SRF내진보강공법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준정적구조실
험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서 얻은 결론을 요약하
며 다음과 같다.
1) 무보강 기둥(NRF)의 이력곡선은 전단거동의 특성인
강도
및
강성의
저하(Strength
and
stiffness
degradation)과 Pinching 효과를 보여주고 있으며 종국에
는 실험수행 중 심한 대각균열이 발생하여 전단파괴가 일
어났다.
2) 반복적인 하중 재하 시 무보강 기둥에 발생하는 전
단파괴 현상을 포대내진 보강을 이용하여 전형적인 휨 파
괴로 유도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무보강(NRF)와 비
교하여 SRF를 이용하여 보강한 경우 하중은 17∼30%로 증
가하였으며 보강시 하중이력곡선은 전형적인 휨 파괴 거
동을 보이며 안정적인 에너지 소산을 나타내었다.
3) SRF-1과 SRF-2의 실험의 결과를 비교할 때 최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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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축 휨에 의한 인발성형 GFRP 교량 바닥판의 접착연결부 거동 연구
Behavior of Adhesive Joint of a Pultruded GFRP Bridge Deck
under Weak-Axis Bending
박 신 전* · 홍 기 증** · 이 성 우***
Park, Sin-Zeon · Hong, Kee-Jeung · Lee, Sung-Woo
ABSTRACT
It has been more than twenty years since the application of GFRP bridge decks in construction fields. Recently, a few
studies by governments and individual researchers have investigated in-use GFRP bridge decks. Areas of trouble include
the problems of cracking, spalling and the de-bonding of the pavement or the wearing surface on GFRP bridge decks, all
of which affect the long-term durability and serviceability of these new construction materials. Related to these problems,
reflective cracks on asphalt pavement are directly related to pultruded GFRP bridge decks. This study investigates the
behavior of an adhesive joint under weak-axis bending by tests and FE analyses to identify the causes of pavement
cracks in in-use pultruded GFRP bridge decks. In detail, the flexural stiffness and the load-carrying capacities in strong
and weak axes are measured during bending tests on pultruded GFRP decks. Next, tensile local failures of an epoxy
adhesive due to the concentration of deformations at adhesive joints are identified via a weak-axis bending test. Finally,
the tensile failure of an epoxy adhesive due to the local concentration of deformation at an adhesive joint under
weak-axis bending is verified through a finite element analysis.

1. 서 론
경량, 고강도 및 고내구성의 우수한 특성을 보유한 유
리섬유 강화 플라스틱(GFRP, Glass-Fiber Reinforced
Plastic)으로 제작되는 프리캐스트 교량 바닥판은 기존의
콘크리트, 강재 및 목재 교량 바닥판을 대체하여 도로교
및 보도교 바닥판의 신설 및 성능개선에 이용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2000년에 인발성형 GFRP 교량 바닥판의 개발
이 시작되어, 2014년 3월 현재, 13개소의 도로교량(총면
적 20,094㎡) 및 26개소의 보도교량(총면적 35,883㎡)에
적용이 완료되었다[1].
최근 해외에서는 공용중 복합소재 교량 바닥판의 장기
내구성과 사용성에 대한 현장조사연구에 대한 필요성을
인지하고 국가 및 개인 연구자에 의한 조사연구가 수행되
었다. 이러한 일련의 연구를 통해 균열, 스폴링
(spalling) 및 층간박리(de-bonding) 등 GFRP 교량 바닥
판의 상부 아스팔트 포장체 또는 마모층의 손상이 주요한
문제점으로 조사되었다[2, 3]. 특히, 바닥판 튜브의 횡방
향 접착에 의해 전체 바닥판 구조를 형성하도록 제작되는
인발성형 GFRP 교량 바닥판의 경우에는 이러한 포장체 또
는 마모층의 문제가 접착연결부를 따라 발생하는 반사균
열의 형태로 나타난다(그림 1 참조). 따라서 포장체의 균
열 원인을 규명하고 연결부 설계를 개선하며 적합 포장체
를 검토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공용중 인발성형 GFRP 교량 바닥판의 포장
체 반사균열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것으로 시험 및 유한

요소해석에 통해 약축 휨하중 하의 접착연결부 거동을 분
석하였다. 구체적으로는, (1) 인발성형 GFRP 바닥판의 약
축 휨 시험을 수행하여 접착연결부의 거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약축 휨거동 특성을 확인하고, (2) 약축 휨에 대
한 시험 및 유한요소해석을 통해 에폭시 접착재와 상부
아스팔트 포장체의 균열을 발생시킬 수 있는 접착연결부
단부의 국부적인 변형을 확인하였다.

그림 1. GFRP 바닥판의 포장체 균열 양상

2. 인발성형 GFRP 교량 바닥판
본 연구의 인발성형 GFRP 교량 바닥판은 선행 기초연
구결과를 토대로, 3셀 제형 중공단면을 기본형상으로 하
는 인발성형 GFRP 바닥판 ‘델타데크 TG200’을 개발하였

* 정회원․ 국민대학교 구조안전연구소 연구위원, E-mail: sinzeon@kookmin.ac.kr - 발표자
** 정회원․ 국민대학교 건설시스템공학부 부교수, E-mail: kjhong@kookmin.ac.kr
*** 정회원․ 국민대학교 건설시스템공학부 교수, E-mail: swlee@kookmin.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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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단면은 상부판(t=16mm), 하부판(t=12mm) 및 복부판
(8mm)으로 구성되어 상부의 차륜하중을 안전하게 지지하
고 전달할 수 있도록 높이 200mm, 단위폭 332mm로 설계되
었다(그림 2 참조). 해외에서 개발된 단면에 비해, 단위
면적당 중량은 최소화하면서, 국부적인 구조안전성을 확
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 표 1에서는 델타데크 TG200의 재
료특성을 보여주고 있다[4].

중제어하여 선하중을 재하하였으며, 포장체가 설치되는
상부판에 휨 인장력을 유도하기 위해 바닥판의 상하부를
뒤집어 하부판에 가력되도록 하였다. 변위계측을 위한 변
위계를 지간 중앙에 3개소 설치하였으며, 접착연결부와
모재의 변위계측을 위해 균열 변위계(CR1, CR2)를 각 1개
소씩 설치하여 계측하였다[5].

그림 2. 델타데크 TG200 바닥판 튜브 단면
표 1. 델타데크 TG200 바닥판의 재료특성
Description
Elastic
modulus
(GPa)
Shear
modulus
(GPa)

Poisson’s
ratio

주)

Ex
Ey
Ez
Gxy
Gxz
Gyz
νxy
νyx
νxz
νzx
νyz
νzy

Top
Plate
16.8
19.8
4.1
5.8
3.6
4.0
0.182
0.215
0.300
0.074
0.300
0.063

Bottom
Plate
20.8
14.3
4.1
4.7
4.1
3.3
0.182
0.153
0.300
0.060
0.300
0.087

Web
18.6
15.3
4.1
4.6
3.8
3.4
0.174
0.210
0.300
0.067
0.300
0.081

그림 3. 약축 휨시험 개요도
2.2 접착연결부 단부 에폭시의 균열거동

x: 바닥판 튜브 종방향(교축 직각방향)
y: 바닥판 튜브 횡방향(교축 방향)
z: 부재 두께방향

3. 약축 휨 시험
3.1 시험개요
바닥판의 약축 휨강성 및 휨내하력을 평가하고, 접착
연결부의 약축 휨 하중 하의 국부거동을 확인하기 위해
약축 휨 시험을 수행하였다. 시험체는 길이 400mm의 바닥
판 튜브를 횡방향 접착 연결하여 폭 1,401mm로 제작하였
으며, 접착재로는 에폭시 수지와 폴리아마이드 경화제를
주성분으로 하는 2액형 상온경화 에폭시 접착재를 사용하
였다. 그림 3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순지간 1,100mm의
3점 휨시험으로 부재의 파괴시 까지 1kN/min의 속도로 하

약축 휨시험 결과, 하부판과 경사 복부판 경계면, 및
경사 복부판 내부의 층분리(delamination)에 의해 시험이
종료되었으며, 최대하중은 19.1kN으로 측정된 중앙부의
최대변위는 30.42mm이다. 그림 4의 하중-처짐변위 곡선에
서 보는 바와 같이, 선형탄성한계인 10kN 보다 큰 하중에
대해서 비선형적으로 거동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비선형 거동은 선형탄성한계인 10kN에서 시작되는 접착연
결부 단부 에폭시의 국부적인 인장파괴(균열)에 의해 발
생한다(그림 6참조). 이러한 접착연결부의 균열거동은 그
림 5에 도시된 접착연결부의 균열게이지로부터 측정된 하
중-변위 곡선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며, 하중-처짐변위 곡
선과 거동양상이 거의 유사한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접착연결부의 국부적인 변형집중으로 인한 균열발생 및
균열폭의 증가가 바닥판의 약축 휨거동에 큰 영향을 미치
며, 아스팔트 포장체는 균열에 매우 취약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3 휨강성과 휨내하력 비교
선형탄성한계하중을 기준으로한 약축 휨시험체의 휨강
성과 최대하중을 기준으로한 휨내하력을 약축 휨시험과
동일한 조건에서 강축 휨시험 결과와 비교하였다. 본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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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 인발성형 GFRP 바닥판의 단위폭 약축 휨강성은
2
2
83.3kN-m /m로서, 강축 휨강성인 1,620kN-m /m의 5.1%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약축 휨의 저강성은 전
단 비틀림(shear torsion)에 의한 바닥판 구성부재의 국
부적인 휨 및 전단 변형이 크게 발생하는 Vierendeel 프
레임 거동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시험체의 단위폭 약
축 휨내하력은 13.1kN-m/m로서, 강축 휨내하력인
214.3kN-m/m의 6.1%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약축 휨의 저내하력 역시 저강성에 의해 낮은 하중수준에
서 단면의 국부적인 변형이 부재간 접합부에 과도한 변형
을 발생시키고 이로 인한 접합부 또는 부재내 층분리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4. 하중-처짐변위 곡선

는 접착연결부의 국부적인 변형집중에 의한 약축 휨거동
영향을 평가하고, 접착연결부의 인장파괴(균열)를 유발하
는 응력거동을 확인하기 위하여 약축 휨시험에 사용된 시
험체와 동일한 크기와 조건을 가지는 약축 휨 모델에 대
한 유한요소해석을 수행하였다[5].
3.1 해석모델
해석모델은 약축 휨시험과 동일하게 4개의 바닥판 튜
브를 횡방향 접착연결한 전체 길이 1,401mm의 바닥판 패
널을 모델링하였으며, 접착연결부 단부 에폭시의 인장파
괴(균열)이 발생시키며, 비선형 거동이 시작되는 선형한
계하중인 10kN 집중하중에 대한 2차원 평면해석을 범용유
한요소해석 프로그램인 Abaqus를 이용하여 수행하였다.
또한 400mm의 폭으로 동일한 단면을 가지므로 4절점 및 3
절점 평면변형 요소(CPE4, CPE3)를 이용하였으며, 접착연
결부는 접착재 강도특성을 이용하여 접착재 내부의 국부
적인 거동을 확인할 수 있도록 두께방향으로 4개의 요소
층을 가지도록 모델링하였다. 그림 7(a)∼(d)에서 보여주
는 바와 같이 해석모델은 바닥판 단면의 상하 비대칭으로
인한 거동특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부모멘트 모델(NA, NI)
과 정모멘트 모델(PA, PI)로 구분하였으며, 접착연결부의
유무에 의한 거동특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접착연결부를
고려한 접착단면(NA, PA)와 접착연결부를 고려하지 않은
일체화 단면(NI, PI)으로 구분하였다.
3.2 해석모델에 따른 약축 휨강성 비교
표 2에서는 구조해석결과, 해석모델에 따른 지간중앙
처짐 및 휨강성을 비교하여 보여주고 있다. 정모멘트 모
델(PA, PI)은 부모멘트 모델(NA, NI) 대비 1.7~6.0% 큰
휨강성을 가진다. 이는 국부적인 휨에 저항하게 되는 상
부판 및 하부판의 두께차이에 의한 것이다. 또한, 일체화
모델(PI, NI)은 접착연결 모델(PA, NA) 대비 15.0%∼
19.8% 큰 휨강성을 가진다. 따라서, 접착연결부의 국부적
인 거동이 바닥판의 약축 휨강성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림 5. 균열게이지로부터 측정된 하중-변위 곡선

그림 6. 접착연결부 단부 에폭시의 균열

3. 유한요소해석
인발성형 GFRP 교량 바닥판의 약축 휨에 의해 발생하
그림 7. 약축 휨 해석모델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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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약축 휨 해석모델별 처짐과 휨강성 비교
Description
NA
NI
PA
PI

Cases

Deflection
at mid-span
(mm)

Negative moment &
Adhesively bonded
Negative moment &
Integrated
Positive moment &
Adhesively bonded
Positive moment &
Integrated

Flexural stiffness
per unit width
(kN·mm2/m)

Flexural stiffness ratios (column/row)
NA

NI

PA

8.47

7

8.19×10

1.000

7.07

9.81×107

1.198

1.000

7.99

8.68×107

1.060

0.885

1.000

6.95

9.98×107

1.219

1.017

1.150

PI

1.000

3.3 약축 휨하중에 의한 표면 변형률 분포
해석모델의 약축 휨하중에 의한 상부판 및 하부판 표
면의 변형률 인발성형 GFRP 바닥판 교량의 포장체 균열손
상의 구조적 원인이 되는 접착연결부의 국부적인 변형을
확인하였다. 그 예로, 그림 8에서는 부모멘트 하중조건의
접착연결 모델(NA)과 일체화 모델(NI)의 상부판 표면의
축변형률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
이 접착연결부 단부 이외의 구간에서는 접착연결 모델과
일체화 모델의 변형률 분포가 거의 일치하였으나 접착연
결 모델의 경우, 접착연결부 단부표면에서 과도한 인장
및 압축 변형률 집중을 확인할 수 있어, 이러한 접착연결
부의 국부적인 변형 집중에 의해 포장체 균열을 발생시킬
수 있음을 해석적으로 확인하였다.
그림 9. 접착연결부 단부 에폭시의 응력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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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부모멘트 모델의 상부판 변형률 분포
3.4 접착연결부 단부의 응력검토
그림 9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접착연결부 단부 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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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대되고, 접착연결부 단부내부에서 접착재의 인장강도인
6.2MPa을 상회하는 응력이 발생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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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성우(2004), 신속시공·경량·고내구성 복합소재 교량
바닥판의 산업화 연구 보고서, 건설교통부/한국건설기
술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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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 부유식 태양광발전 구조물용 SMC FRP 수직재의 압축 거동
Compression Behavior of SMC FRP Vertical Members Used for Floating
PV Generation Structure
최 진 우* · 서 수 홍** · 주 형 중*** · 남 정 훈**** · 윤 순 종*****
Choi, Jin-Woo · Seo, Su-Hong · Joo, Hyung-Joong · Nam, Jeong-Hun · Yoon, Soon-Jong
ABSTRACT
The floating PV generation structure installed on the surface of water has been recently issued as a representative items
for the low carbon and green growth campaign. Moreover, the studies and developments for the structure and
construction improvements of floating PV generation structure have been in progress. For example, in the previous
research, the floating PV generation structure consisted of pultruded FRP and SMC FRP members is suggested. In this
study, we conduct the analytical and experimental studies for estimating the structural characteristics of SMC FRP vertical
members. From the analytical and experimental results, it is found that SMC FRP vertical members used for floating PV
generation structure have sufficient structural safety and stability.

1. 서 론

2. 유한요소해석

최근 화석연료의 과도한 소비로 인해 다양한 환경문제
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 신재생에너지의
중요성과 그에 대한 시설의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
다. 그 중 FRP (fiber reinforced polymer plastic)를 이
용한 수상 부유식 태양광발전 구조물은 꾸준한 연구수행
을 바탕으로 기술력을 향상시키고 있으며, 시공실적 또한
증가하고 있다.
기존 연구(Choi et al., 2013)에서는 경제성 및 시공
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펄트루젼 FRP (pultruded FRP,
PFRP)와 SMC (Sheet Molding Compound) FRP 부재를 사용
하여 Fig. 1과 같이 제작한 수상 부유식 태양광발전 구조
물을 제안하였다. SMC 공정은 FRP를 금형에 고압으로 불
어내어 부재를 생산하는 방법으로 제품 생산시간이 개당
약 30분으로 생산성이 뛰어나지만, 구조재로 사용된 예는
극히 적다.

SMC FRP 수직재의 유한요소해석은 범용유한요소해석 프
로그램인 MIDAS Civil 2012로 수행하였으며, Fig. 2에 나
타낸 부재형상을 구현하기 위해 Fig. 3과 같이 plate 요
소를 적용하였다. 유한요소해석은 기존 연구(Choi et
al., 2013)에서 수행한 수상 부유식 태양광발전 구조물의
유한요소해석 결과를 참고로 하여 최대설계기준풍속 45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 2009)에 해당하
는 풍하중, 적설하중 및 자중을 고려한 부재력에 대한 구
조안전성을 검토하였으며, 좌굴해석을 수행하여 부재력과
의 비교를 통해 좌굴안정성을 검토하였다. SMC FRP의 역학
적 성질은 Table 1에 정리하였으며, 경계조건은 하부의 볼
트 접합 위치를 단순지지로 가정하였다.

Fig. 2 SMC FRP
Vertical Member
Fig. 1 Example of Floating PV Generation Structure
이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Choi et al., 2013)에서 제
안한 SMC FRP 수직재의 구조적 성능을 평가하기 위한 해
석적, 실험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Fig. 3 FE Analysis Model of
SMC FRP Vertical Member

Table 1. Mechanical Properties of SMC FRP
Elastic
Tensile
Shear
Poisson’s
Material Moduli
Strength Strength
ratio
( )
( )
( )
SMC FRP
14.33
72.36
34.47
0.25
정적해석결과, SMC FRP 수직재의 최대면내응력은 43.69
로 인장강도의 60.38%로 나타났으며, 최대면내전단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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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은 9.15 로 전단강도의 26.54%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좌굴해석결과 좌굴하중은 19.59  , 좌굴형상은 전체
좌굴로 나타나 부재력(18.35  )에 비해 1.24  큰 강도
를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SMC FRP 부재는 국내
최대 설계기준풍속(45  )에 대해 구조적인 안전성 및 안
정성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정적해석결과와
좌굴검토결과는 각각 Table 2, 3에 나타내었으며, SMC
FRP 수직재 내의 면내응력과 전단응력 분포 및 좌굴형상
은 각각 Figs. 4, 5에 나타내었다.
Table 2. Static Analysis Results
Maximum Stress
Strength
Stress
(A, )
(B, )
Inplane
43.69
72.36
Shear
9.15
34.47

“A”부분에서 유한요소해석과 동일한 약축에 대한 전체
좌굴이 발생하다가 약 16  의 하중에서 “B”부분에 의
한 저항으로 하중이 재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또
한, 실험체는 “A”부분과 “B”부분 사이의 곡률이 가장
큰 부분에서 균열이 발생하며 파괴되었으며, 최종파괴하
중은 65.54  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기존 연구(Choi et
al., 2013)의 유한요소해석결과로부터 얻은 부재력(18.35
 )보다 약 3.57배 큰 강도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하중-변위 곡선은 Fig. 8에 나타내었으며, 실험
결과는 Table 4에 정리하였다.

(A)/(B) (%)

A

60.38
26.54

B

Table 3. Buckling Analysis Results
Member Load Buckling Load
Buckling Mode Remark
(  )
(  )
18.35
19.59
Global Buckling
OK

Fig. 7 Failure Mode

Fig. 8 Load-Displacement Relationship
(a) Inplane
(b) Shear
Fig. 4 Stress Distribution

Table 4. Experimental Results
Member Load Failure Load
(A)/(B)
(A,  )
(B,  )
18.35
65.54
3.57

Fig. 5 Buckling Mode

3. 압축실험
SMC FRP 수직재의 압축실험은 한양대학교 안산캠퍼스
구조실험동에서 수행하였다. 압축실험은 SMC FRP 수직재
만의 압축성능을 파악하기 위해 실제 시공에서 사용하는
PFRP 부재 대신 강재와 연결하여 수행하였으며, 실제 시
공과 동일한 볼트 연결방식을 적용하였다. 하중은 300 
용량의 Actuator를 SMC FRP 수직재의 상부 단면에 수직방
향으로 설치하여, 변위제어방식(3  )으로 재하하였
다. 또한, 재하된 하중과 발생변위는 Actuator를 제어하
는 컴퓨터에 자동으로 전달, 기록, 저장되도록 하였다.
실험체 및 실험방법은 Fig. 6에 나타내었다.

Remark
OK

4. 결론
이 연구에서는 수상 부유식 태양광발전 구조물을 구성
하는 부재 중 하나인 SMC FRP 수직재에 대한 압축성능을
평가하기 위한 유한요소해석 및 실험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SMC FRP 수직재는 국내 설계기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최대 설계기본풍속에 해당하는 풍하중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구조적 성능 및 시
공성을 추가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SMC
FRP 수직재에 대한 연구를 지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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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면 내 섬유배치를 고려한 PFRP I형 단면 압축재의 국부좌굴강도
Local Buckling Strength of PFRP I-Shape Compression Members
Considering the Fiber Distribution in the Cross-Section
최 진 우* · 서 수 홍** · 주 형 중*** · 윤 순 종****
Choi, Jin-Woo · Seo, Su-Hong · Joo, Hyung-Joong · Yoon, Soon-Jong
ABSTRACT
Pultruded FRP can be regarded as an orthotropic material due to its manufacturing process that pull-out fibers
impregnated with polymeric resin, which is suitable to produce structural member with unlimited lengths of reinforced
polymer structural shapes with a various shape of cross-section. However, fiber distribution in the cross-section is not
uniform because of the characteristics of pultrusion process. Therefore, random fiber distribution causes the difference of
the modulus of elasticity throughout the cross-section. In this paper, closed-form local buckling analysis is conducted on
the pultruded FRP I-shape compression members. The mechanical properties used to analytical investigations are obtained
from the coupon test. The coupon test specimens are taken from the pultruded FRP I-shape member. Moreover, the local
buckling tests of pultruded FRP I-shape members are conducted and test results are compared with the analytical results.
150mm

1. 서 론
150mm

10mm

펄트루젼 FRP (pultruded FRP. PFRP)는 수지에 함침시
킨 보강섬유를 가열장치가 설치된 작업대를 통하여 일정
한 단면을 갖는 성형몰드를 통과시켜 인발하면서 연속적
인 등단면 부재를 생산하는 방법으로 생산과정의 특성으
로 인해 PFRP 부재는 직교이방성(orthotropic material)
으로 가정할 수 있다(Choi, 2009).
펄트루젼 공정은 생산과정에서 단면 내 섬유 배치형태
에 따라 재료의 역학적 성질에 영향을 미친다(Berthelot,
1999). 즉, PFRP 부재는 생산과정에서 단면 내 섬유배치
가 균일하게 유지되기 어렵기 때문에, 압축재로 사용할
경우 좌굴강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 연구에서는 E-glass와 폴리에스터로 제작한 펄트루
젼 FRP I형 단면 부재에서 채취한 시편의 인장시험 결과
를 사용하여 이론식에 의한 국부좌굴강도를 구하고, 해당
펄트루젼 FRP I형 단면 부재의 국부좌굴실험 결과와 비
교, 검토하였다.

10mm

Fig. 1 Tension Test
실험결과 PFRP의 탄성계수는 평균값에 대해 플랜지에서
2.11%~5.68%, 복부에서 3.73%~13.13%, 전단면에서 0.90%~
21.49%의 차이를 나타내었다. 실험결과는 Table 1에 나타
내었으며, 기타 역학적 성질은 Table 2에 나타내었다.
Table 1. Results of Tension Test

2. 인장강도시험
이 연구에서는 단면 내 섬유배치에 따른 PFRP I형 단면
부재의 좌굴강도를 구하기 위해 Fig. 1에 나타낸
I-150×150×10×10 단면에서 채취한 시편을 이용하여 인
장강도시험을 실시하였다. 인장강도시편은 플랜지에서 5
개, 복부에서 5개를 채취하였고, 시편 중앙에 변형률게이
지를 설치하여 변형률을 측정하였으며, 하중은 변위제어
방식으로 1 의 속도로 재하하였다.

Difference of the
Specimen
Designation


( )

Elastic Modulus (%)

( )
Plate
Cross

1
2
Flange
3
4
5
6
7
8
Web
9
10
Flange
Average Web
Entire

348.64
411.52
305.93
490.28
523.85
291.03
N/A
373.42
457.53
535.55
416.04
414.38
415.21

30.87
29.52
29.46
31.95
29.36
32.94
33.75
36.54
32.40
39.66
30.23
35.06
3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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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onent -Section
2.11
-5.44
-2.36
-9.57
-2.55
-9.76
5.68
-2.13
-2.88
-10.06
-6.04
0.90
-3.73
3.38
4.23
11.93
-7.58
-0.75
13.13
21.49
-

Table 2. Other Mechanical Properties

( )


( )


( )



I-150×150×10×10 159.10

13.12

5.27

0.26

Member

치방향과 직각방향의 포아송비, 는 판요소의 폭, 는 판
요소의 두께를 의미한다.
또한, 기존 연구(Choi, 2009)에서는 플랜지와 복부의
단면성질 차이에 대한 국부좌굴계수식을 식 (2)와 같이
제안하였다.

3. 국부좌굴실험
국부좌굴실험은 Fig. 1에 나타낸 단면을 갖는 길이
270 , 540 , 810 인 PFRP 부재 각각 3개씩 제작하
여 수행하였다. 하중은 변위제어방식으로 1 의 속
도로 재하하였다. PFRP 부재의 국부좌굴실험은 Fig. 2에
나타내었다.

Fig. 2 Test Set up
실험결과 PFRP 실험체에서 국부좌굴이 발생하였으며,
길이에 따라 각각 1~3개의 half-sine curve가 발생하였
다. 또한 파괴하중은 Table 3에 정리하였다.
Table 3. Test Results
Specimen
Designation
1
2
3
4
5
6
7
8
9

Length
( )

Half-sine
Curve
(  )

270

1

540

2

810

3

Average

4.

Buckling
Strength
( )
178.80
214.52
213.88
159.67
160.00
179.81
190.11
183.47
172.84
183.68

  

   






(2)

식 (2)에서 아래첨자 , 는 각각 플랜지와 복부를 의
미한다. 이 연구에서는 Table 1에 나타낸 인장시험 결과
를 사용하여 식 (1), (2)에 의해 예측한 국부좌굴강도와
실험결과를 비교분석하였다. 해석결과 플랜지와 복부의
탄성계수 차이에 의한 국부좌굴강도는 평균에 대하여 약
–0.71%~1.31%, 실험결과와 약 3.76%~5.87%의 차이를 나타
내었다. 따라서 섬유배치분포에 따른 PFRP 부재의 역학적
성질 차이는 판요소의 경계조건 등의 변수에 비해 국부좌
굴강도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Table 4. Comparison between Analytical
Results
Web
Elastic
Modulus ( ) 32.94 33.75 36.54
30.87 192.27 192.41 192.87
29.52 190.86 190.99 191.46
Flange 29.46 190.79 190.93 191.40
31.95 193.39 193.52 193.98
29.36 190.69 190.83 191.29
Average
191.95
Experiment
183.68
Unit: 

and Experimental

32.40
192.18
190.76
190.70
193.30
190.59

39.66
193.37
191.97
191.91
194.47
191.81

이 연구에서는 제작과정에서 발생하는 섬유배치 영향
이 PFRP I형 단면 부재의 국부좌굴강도에 미치는 영향을
이론적, 실험적 연구를 통해 조사하였다. 연구결과 PFRP
I형 단면 부재의 국부좌굴강도는 섬유배치분포에 미치는
영향은 다른 설계변수에 비해 매우 적음을 확인하였으며,
추가적인 실험적, 이론적 연구를 통해 적절한 설계변수를
개발하여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생각된다.

PFRP와 같은 직교이방성 재료에 대한 국부좌굴강도식은
식 (1)과 같다(Yoon, 1993).

 



5. 결론

단면성질에 따른 좌굴강도 영향




     




 

 


(1)

    


식 (1)에서  은 국부좌굴강도,  은 국부좌굴하중,

 는 단면적  은 국부좌굴계수,  ,  는 각각 섬유
배치방향과 직각방향의 탄성계수,  ,  은 각각 섬유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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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 보강 재료를 위한 이방성 소성모델
An Orthotropic Plastic Constitutive Model for Fiber-reinforced Materials
이 규 세*
Gyu-Sei Yi
ABSTRACT
An orthotropic plastic constitutive model for fiber-reinforced composite material, is developed, which is simple and
efficient to be implemented into computer program for a predictive analysis procedure of composite laminates. An
orthotropic initial yield criterion, as well as work-hardening model and subsequent yield surface are established that
includes the effects of different yield strengths in each material direction, and between tension and compression. The
current model is implemented into a computer code, which is Predictive Analysis for Composite Structures (PACS). The
accuracy and efficiency of the anisotropic plastic constitutive model and the computer program PACS are verified by
solving a number of various fiber-reinforced composite laminates. The comparisons of the numerical results to the
experimental and other numerical results available in the literature indicate the validity and efficiency of the developed
model.

1.

INTRODUCTION

The high strength- and stiffness-to-weight ratios of
composite materials make these materials attractive for
certain critical applications (Yener and Wolcott 1988).
Composites have been increasingly used as structural
materials in the space and aerospace industry, aircraft
industry, automobile industry, and in various engineering
fields.
Composite materials partly behave in a nonlinear
fashion, although composite materials generally have been
modeled as linear elastic material. The nonlinearity of
composite materials can be attributed to inherent material
nonlinearity
of
individual
constituents
and
to
micromechanical failures such as fiber or matrix
microcracking and interfacial debonding. These phenomena
may be described macroscopically within the framework
of plasticity theory.
It is well known that the plasticity theory is capable of
mathematically modeling the inelastic material behavior at
macroscopic level (Drucker 1975). However, the available
plasticity constitutive models for isotropic materials are
not sufficient to represent the nonlinear behavior of
composite materials. On the other hand, several theoretical
anisotropic plasticity constitutive models have been
developed, these are generally for metal, or too complex
to be implemented into a numerical computer code.
Hence, general response prediction of composite
structures becomes possible by developing a realistic and

comprehensive analysis procedure for general loading
conditions.
Such an undertaking, among other
considerations, requires very efficient constitutive model,
which can predict realistically nonlinear material behavior.
It is attempted to develop an orthotropic plasticity
constitutive model for fiber-reinforced composite laminates
that is simple and efficient to be implemented into a
computer program for a predictive analysis procedure of
composite laminates.

2. CONSTITUTIVE MODEL FOR ORTHOREOPIC
MATERIALS
2.1 Elastic Constitutive Relationship
The most general stress-strain relationship within the
linear elasticity can be written in tensor notation as

   
where



matrix, and

(1)

is the stress vector,   the stress-strain



the strain vector. As shown in Fig. 1,

the planes of symmetry are aligned with material
principal axes (1,2,3) in an lamina. With the contracted
notation, the stress-strain relation for a lamina beco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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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material directions. The translation vector  describes the
current strength differentials between tensile and
compressive yield stresses. The scalar parameter represents
the effective size of yield surface that corresponds to the
reference yield stress of material at a given point in
loading history.
Composite material considered in this study is assumed
to have three orthogonal symmetric planes (Fig. 1), and
the principal axes of anisotropy are assumed as reference
axes.
The yield function Eq. (3) can also be
expressed in explicit form as

Fig. 1 Unidirectional fiber-reinforced composite lamina

        
and         .

where,      

2.2 Orthotropic Plasticity Theory

(4)

The above yield function is more convenient for
It should be mentioned that incremental theory of
plasticity is used as the base of development for an
orthotropic plasticity theory, since it more adequately
reflects the progressive behavior of material. The
following three fundamental elements of plasticity are
developed for the orthotropic plasticity theory for
fiber-reinforced composite laminates:
(a) An initial anisotropic yield surface that defines the
elastic limit of material behavior in the stress space.
(b) An orthotropic hardening rule that specifies the
evolution of subsequent yield surface under plastic
deformation.
(c) The flow rule, clarifying the direction of the
incremental plastic strain vector in strain space.

2.3 Orthotropic Yield Criterion
Considering the material characteristics of the
fiber-reinforced composites, a general form of the
orthotropic yield criterion for composite material can be
the quadratic function given as

           

       

finding

 and  from experimental results. A physical

interpretation of Eq. (4) can be made by uniaxial tension
and compression tests in each direction, and by pure
shear tests, respectively. The anisotropic material
parameters in Eq. (4), which describe plastic anisotropy in
material principal directions, are obtained except

2.4 Evaluation of Interaction Term
In order to determine the remaining off-diagonal
interaction term in the anisotropic parameter, either of
any
biaxial
tests
like
tension-tension,
tension-compression, or zero volumetric plastic strain
assumption (i.e., the incompressibility) has been used.
The bound restriction (stability condition) for an
elliptic equation is used to determine interaction term.
The yield surface of Eq. (4) is an ellipsoid in a
three-dimensional stress space with  ,  , and one
of the shear stresses. Hence, the yield surface will be
an ellipse in aplane of constant shear stress (Fig.2) if
the following condition in terms of anisotropic
parameters is satisfied:

(3)

    

where  is the current state of stress and where three

 ,  and  represent the current
state of plastic deformation. Orthotropic parameters 

material variables

describe the current state of plastic orthotropy as
represented by different yield stresses with respect to



off-diagonal term of






(5)

When an elliptic equation satisfies the stability
condition, the rotation angle of the major axis of
ellipse shows the following relation with the
anisotropic material parameters of Eq.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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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new interaction terms given by Eq.
automatically satisfy the stability condition, Eq. (5).

 
tan ′  
    

(8)

(6)

3. CONCLUSIONS
where ′ is the rotation angle between the major
axis of yield ellipse in Fig. 2.

The development and use of an analytical procedure
which has capability of predicting the progressive material
behavior of structures, named as a predictive analysis
procedure in here, is developed for more accurate
assessment of structural safety and efficiency of composite
structures. A quadratic anisotropic yield criterion in stress
space is developed for general use with unidirectional and
bidirectional composite lamina. The developed anisotropic
work-hardening model allows for a nonproportional
change of the yield values so that the subsequent yield
surface can be a distorted shape. The predictive finite
element analysis procedure is developed for accurate and
efficient analysis in predicting progressive behavior of
composite structures. As a result, a computer code, PACS
(Predictive Analysis of Composite Structures) is
developed, which adopts the abovementioned anisotropic
plasticity model.
The accuracy and efficiency of the computer code
PACS are verified with various benchmark problems.
Numerical predictions of the computer program PACS
compare very well with available experimental, analytical
and other numerical results. Comparisons illustrate the
capability of the constitutive model and the computer
program PACS. The developed constitutive and predictive
analysis model predicts progressive nonlinear behavior
from the beginning of loading, in plane and through
thickness direction of composite laminates. The capability
of PACS to predict nonlinear material behavior of
composites can be used as a helpful device in parametric
studies for design of fiber-reinforced laminates.

Fig. 2 Assumed rotation of yield surface in a constant
shear stress plane and plastic increment vector in the
plastic potential

In the current model, the rotation of the major axis to
the strength axis in 1-direction is assumed as

  
tan  
  

(7)

where  is the assumed rotation angle, and X T , X C ,
Y T , and Y C are the tensile and compressive yield stresses
in 1- and 2- directions, respectively. By substitution of
Eq. (7) into Eq. (6),   can be written 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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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방향 유리섬유복합재료의 재료물성치 평가
Evaluation of Material Properties on the Material Characteristics of
Unidirectional Glass Fiber Composites
서 현 수* · 권 민 호** · 임 정 희*** · 박 순 응****
Seo, Hyun-Su · Kwon, Min-Ho · Lim, Jeong-Hee · Park, Soon-Eung
ABSTRACT
In this study, material characteristics of glass fiber composite were evaluated by experiment. Tensile, compression and
in-plane shear test were performed as test method of ASTM. Velocity of Tensile and compression test was 2mm/min and
in-plane shear test was 4mm/min. At the test result, elastic modulus of tensile and compressive were similar. Maximum
compressive strength and maximum compressive strain were smaller than the maximum tensile strength and maximum
tensile strain.

1. 서 론
FRP 재료는 높은 인장강도와 경량 등의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어 항공산업에서 개발이 주도되어왔다. FRP는
토목구조분야에서 1980년대부터 보수 및 보강에 적용하는
재료로서 각광 받고 있고, 1990년대 중반부터 국내 건설
분야에 활용되기 시작하였으며, 최근에는 교량바닥판, 기
둥과 같은 주요부재의 소재로서 활용되고 있다. FRP재료
를 건설구조물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FRP 재료 자체가 가
지는 역학적 특성의 파악이 필요하고, 역학적 특성은 재
료시험에 의해 추정되는 것이 가장 확실하나, 역학적으로
균질한 두 재료를 합성할 경우 복합재료의 선택과 적층
및 성형공법, 작업자의 숙련도 등에 따라서 역학적 특성
차이가 상당하게 나타난다(Jung, 2013). 이에 FRP 설계에
서는 역학적 물성을 재료시험을 통해 파악해야한다(Kim,
1995).

였고, 면내전단시험체는 ASTM D3518규준에 따라 두께
4.7mm, 폭 25mm로 총 길이 250mm로 제작하였다. 각 시험
규준에 따른 시편형상은 Fig. 1에 나타내었다.
섬유는 유리섬유를 사용하였고 매트릭스는 에폭시수지
를 사용하였다. 유리섬유는 인장 및 압축시험 시 시편은
유리섬유가 하중작용방향과 0°를 이루도록, 면내전단시
험 시 시편은 유리섬유가 하중작용방향과 ±45°를 이루
도록 적층하였다.

(a) Tensile specimen

2. 복합재료시험

(b) Compression specimen

2.1 시험방법
각 시험은 ASTM 규준에 따라 수행하였다. 인장강도는
ASTM D3039(ASTM D3039/D3039M, 2007)규준, 압축강도는
ASTM D3410(ASTM D3410/D3410M, 2008)규준, 면내전단강도
는 ASTM D3518(ASTM D3518/D3518M, 2008)규준에 따른다.
ASTM D3039규준에 따라 인장시험체 크기는 두께 3mm,
폭 15mm, 물림구의 길이 56mm로 총 길이는 250mm로 제작
하였다. 압축시험체는 ASTM D3410규준에 따라 두께 3mm,
폭 10mm, 물림구의 길이 65mm로 총 길이 142mm로 제작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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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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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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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회원․

(c) In-plane shear specimen
Fig. 1 Details of test specimen
모든시험은 UTM을 이용하여 인장과 압축시험의 시험속
도는 2mm/min, 면내전단시험은 4mm/min으로 상온에서 변
위제어로 시험을 수행하였다. 각 시험체의 중앙부에 1축
스트레인게이지를 하중작용방향으로 부착하여 변형률을
측정하였고, Fig. 2에 각 시험별 시험전경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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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은 시험상세를 나타낸 것이다.
1000

GFIS-1
GFIS-2
GFIS-3

Stress (MPa)

800
600
400
200
0
0.00

(a) Tensile(b) Compression(c) In-plane shear
Fig. 2 Test setup

섬유종류

섬유방향

0.16

0.20

시험종류

GFT

유리섬유

0°

인장시험

유리섬유

0°

압축시험

GFIS

유리섬유

±45°

면내전단시험

2.1 시험결과
각 시험의 응력-변형률 관계그래프를 Fig. 3에 나타내
었다. 인장과 압축 응력-변형률 곡선에서 시편의 파괴까
지 선형거동을 보였고 면내전단 응력-변형률 곡선에서는
초기에 선형거동을 보이다 이후 파괴까지 비선형거동을
보였다. 각 시험별로 3개 시편의 응력-변형률 곡선은 유
사하였다.

Table 2는 각 시험별로 3개의 시편에 대한 결과를 평
균하여 나타낸 것이다. 실험결과, 인장과 압축 탄성계수
는 각각 37.6GPa, 38.1GPa로 유사하였으나, 최대 압축강
도와 최대인장강도는 각각 902MPa, 580MPa, 최대 압축변
형률과 최대 인장변형률은 각각 0.024, 0.015로 최대 압
축강도와 최대 압축변형률이 최대 인장강도와 최대 인장
변형률에 비하여 작게 측정되었다.
Table 2 Test results

1000
800

Stress (MPa)

0.12

(c) In-plane shear test
Fig. 3 Stress-strain relation curves

GFC

시편명

Strength at
Max. Load
(MPa)

Strain at
Max. Load
(×10-6)

Modulus of
Elasticity
(GPa)

GFT

902

23,967

37.6

GFC

580

15,248

38.1

GFIS

85

165,380

0.5

600

3. 결론

400
200
0
0.00

GFT-1
GFT-2
GFT-3

0.04

0.08

0.12

0.16

0.20

Strain

(a) Tensile test
1000
800

Stress (MPa)

0.08

Strain

Table 1 Details of specimens
시편명

0.04

600
400

본 연구에서는 단일방향의 복합재료의 재료의 역학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ASTM규준에 따라 인장, 압축, 면
내전단시험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값을 분석하여 재료의
특성을 고찰하였다.
1. ASTM규준에 따라 단일방향 인장, 압축, 면내전단시험
을 수행한 결과 인장과 압축 응력-변형률 곡선에서 시편
의 파괴까지 선형거동을 보였고 면내전단 응력-변형률
곡선에서는 초기에 선형거동을 보이다 이후 파괴까지 비
선형 거동을 보였다.
2. 인장과 압축 탄성계수는 각각 37.6GPa, 38.1GPa로 유
사하였으나, 최대압축강도와 최대압축변형률이 최대인장
강도와 최대인장변형률보다 작게 측정되었다.

200
0
0.00

감사의 글

GFC-1
GFC-2

0.04

0.08

0.12

Strain

(b) Compression test

0.16

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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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내진복구용 GFRP 파형강판-GFRP결합형 내력패널
Rigidity hybrid Corrugated Steel Plate - GFRP Infill Panel for
Emergency Earthquake Recovery
우 필 호* · 정 우 영** · 주 부 석*** · 김 보 연**** · 전 선 표*****
Woo, Pil-ho · Jung, Woo-Young · Ju, Bu-Seok · Kim, Bo-Yeon · Jeon, Seon-Pyo
ABSTRACT
본 연구는 최근 세계적으로 이상기후에 의하여 빈번히 발생하는 지진재해에 의한 주요시설물 피해저감 및 신속복
구에 대한 복합재료 적용에 관한 연구이다. 최근에 발생된 지진의 경우, 1차 지진에 의한 시설물 피해가 발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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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문에서 제시한 긴급복구용 파형강판-GFRP 내력패널의 경우, 강재료인 파형강판을 사이에 두고 외부를 GFRP
로 하여 GFRP-파형강판을 결합한 구조의 내력패널을 제작하여 기존 콘크리트 또는 강 프레임 구조물 내 지진에
의한 벽체손상 피해 발생 시 이들 손상된 벽체(조적조 또는 콘크리트 벽체)를 제거한 후 사전제작된 GFRP 내력벽
체를 적용, 대체 횡적 보강구조체로 시공하여 향후 피해저감 및 응급복구용으로 그 효율성을 극대화 및 내진 피해
를 예방하고자 한다.

1. 서 론

작을 위하여 성형이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스티로폼으로
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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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작하여 그 성능을 평가하고
자 한다.

2. 내력패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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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GFRP Sandwich inf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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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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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Corrugated Steel Plate Shear Walls (Berman
et al,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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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생회원․ 강릉원주대학교 토목공학과 석사과정, E-mail: bbire07@naver.com
** 정회원․ 강릉원주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 E-mail: woojung@gwnu.ac.kr
*** 학생회원․ 강릉원주대학교 방재연구소 선임연구원, E-mail: buseogju@gmail.com
**** 학생회원․ 강릉원주대학교 토목공학과 석사과정, E-mail: kby3070@naver.com
***** 학생회원․ 강릉원주대학교 토목공학과 석사과정, E-mail: gusteye8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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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상으로 설계, 압축응력에 대하여 저항 할 수 있도록 제
작하였다.

개념과 동일하다. 최종적인 설계형상은 Fig 6과 같다.

Fig 2. Corrugated Shape of the Steel Infill

Fig 4. Combine Sandwich Steel Plate Walls

Fig 3. Configuration of the Corrugated Steel
Plate Shear Wall

2.3 파형강판-GFRP 내력패널
기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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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파형강판으로만 이뤄진 Corrugated light-gauge
Steel Plate Shear Wall은 파형 형상설계를 통하여 프레
임 구조물 내 발생되는 횡적하중에 대한 저항성을 충분히
가지고 있지만 얇은 강재플레이트의 작은 강성으로 인하
여 내력패널의 변형이 쉽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재료적 연성으로 인하여 소성힌지 발생에 따른 영구
변형으로 인하여 재설치가 반복적으로 필요하다. 본 기술
의 경우 보다 보강된 강성을 보유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
라서 이들 두가지의 서로다른 재료적 장점을 결합하여 강
성과 연성을 모두 확보 할 수 있도록 제작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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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패널제작의 경우, 파형강판을 설계된 절곡 각에 맞
추어 사전제작하고 이후 Glass fiber를 파형강관에 도포
한 후 Skin Plate를 압착가공 및 부착하여 일체형 GFRP파형강판 합성 내력패널을 제작한다.

Fig 5. Corrugated Steel plate-GFRP Infill Panel

3. 파형강판-GFRP 내력패널의 성능평가
3.1 실험계획
파형강판-GFRP 내력패널은 실험에 사용될 강 골조 프
레임장치의 크기에 맞게 제작되었다. Fig 5는 실험에 사
용되는 강 골조 프레임 장치의 개념도이다. 강 골조 프레
임의 경우, 현행 강 프레임 구조물 설계 시 고려된 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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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임 사이즈를 토대로 향후 실험이 수행될 실험실의 가
력하중의 위치와 전단벽의 크기 등을 고려하여 20% 축소
된 모델로 설계하였다. 강 프레임 구조의 접합부의 경우,
현재 국내에서 가장 활발히 사용되고 있는 웨브(web) 보
강 용접접합을 고려하였다. 강 골조 프레임 구조물의 보
는 H-125 × 12 × 5 × 6.5 × 9 × 10의 H 형강, 기둥
은 H-194 × 150 × 6 × 9 × 13 의 H 형강을 사용하였
다.

Fig 9. Test Setup

Fig 6. 강 골조 프레임
성능평가 실험은 프레임 구조물내에 파형강판 - GFRP
내력패널이 프레임에 가해져 전달되는 하중에 대하여 얼
마만큼의 강성과 에너지흡수량을 보이는지에 대한 거동을
확인하기 위한 실험이다. 실험은 보강되지 않은 프레임
구조와 파형강판-GFRP 내력패널이 설치된 프레임 구조물
2가지 시편을 대상으로 수행하였으며, 무보강된 실험체와
보강된 실험체의 결과를 비교하였다. 실험은 Fig 6과 같
은 프레임구조물에 패널을 거치한 후 패널에 하중이 가해
져 프레임 밖으로 이탈할 경우에 대하여 가이드를 두어
이탈하지 않도록 설치하는데 본 실험에는 Fig 7.과 같은
가이드 앵글을 이용하여 Out-of-plane을 방지하였다.

또한 골조 프레임 구조에 위 아래의 수직부재 단부에
힌지를 설치하여 강 구조물의 실제 하중작용시의 상하부
변형 형태에 의한 곡률의 영향을 유연 하게 반영할 수 있
도록 하였으며 하부의 힌지는 바닥과 완전 일체화 시켜
고정시켰으며 상부 힌지는 actuator와 연결할 수 있는
Steel Rod와 결합 설치하여 actuator가 가하는 변위에 같
이 거동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강골조 프레임 구조물
이 힌지의 직각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을 막기 위하여 움직
일 수 있는 Steel Rod에 4개의 가이드 휠을 설치하여 강
골조 프레임 구조물이 안정상태에 있도록 설치하였다. 강
골조 프레임에 하중가력으로 변위하중을 가하여 제어한
다. Actuator의 제원에 따라 최대 ± 150mm의 변위를 가
동시킬 수 있다.

Fig 10. 시험체 하중 가력 개념도
하중은 상부힌지와 하부힌지의 비 Drift를 통하여
0.5%간격으로 Cyclic하중을 가하여 이에 대한 결과를 도
출하도록 한다. Fig 9는 실험체에 가할 하중 Protocol이
다
Fig 7. 강 골조 프레임 장치 셋업 개념도

Fig 11. 하중 protocol
Fig 8. 가이드 앵글 거치법

3.2 실험결과
1) 파형강판-GFRP내력패널 실험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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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은 파형강판-GFRP 내력패널이 설치된 강골조 구
조물의 실험결과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강골조 프레임 구조물의 진동에 대한
거동파악과 파형강판-GFRP 내력패널이 설치된 프레임구조
물의 피해저감을 위한 평가를 수행하였다.
1) 파형강판-GFRP 내력패널이 설치된 프레임구조체는
무보강 프레임 구조체에 비하여 강성 및 에너지소
산량이 대체적으로 더 우수하다.
2) 파형강판-GFRP 내력패널은 프레임 구조체에 설치
되어 하중이 가해지면서 GFRP 및 파형강판이 저항
하며 보다 큰하중이 가해지면 파형강판의 연성으로
인하여 변형으로 하중에 저항한다.

Fig 12. Test Result
파형강판-GFRP 내력패널이 설치된 강골조 구조물의 실
험 결과 0.5% Drift에서 강성 187.3 kN/mm 에너지흡수량
은 5051.3 kN*mm의 량을 나타내었으며, 1.0% Drift에서는
194.3kN/mm 에너지흡수량은 28927.4 kN*mm, 1.5% Drift는
강성 177.8 kN/mm 에너지흡수량 137159.7 kN*mm, 2.0%
Drift 강성 155.9kN/mm 에너지흡수량 323565.4 kN*mm의
값을 나타내었다.

Fig 16. Transform of Corrugated Steel Plate GFRP Infill Panel
3) 하중이 가해지면서 내력패널이 서서히 변형되며
프레임구조체에 강성과 에너지 흡수량을 조금씩 증
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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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 내진복구용 GFRP 강성 Box형 내력패널
Rigidity Box Shape GFRP Panel for Emergency Earthquake Recovery
우 필 호* · 정 우 영** · 김 재 상*** ·박 성 민****
Woo, Pil-ho · Jung, Woo-Young · Kim, Jae-Sang · Park, Seong-Min
ABSTRACT
본 연구는 최근 세계적으로 이상기후에 의하여 빈번히 발생하는 지진재해에 의한 주요시설물 피해저감 및 신속복
구에 대한 복합재료 적용에 관한 연구이다. 최근에 발생된 지진의 경우, 1차 지진에 의한 시설물 피해가 발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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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문에서 제시한 긴급복구용 GFRP 내력패널의 경우, 기존 콘크리트 또는 강 프레임 구조물 내 지진에 의한
벽체손상 피해 발생 시 이들 손상된 벽체(조적조 또는 콘크리트 벽체)를 제거한 후 사전제작된 GFRP 내력벽체를
적용, 대체 횡적 보강구조체로 시공하여 향후 피해저감 및 응급복구용으로 그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예방하는 내진
공법을 개발하고자 한다.

1. 서 론
최근, 세계 각지에서 다양한 지진활동들이 활발하게
진행됨에 따라, 많은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발생하고 있
다. 국내의 경우도 소규모 지진현상들이 지속적으로 관측
되고 있어 지진에 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시점이다. 기존
의 지진피해의 복구는 내진패널설치가 있는데 기존의 재
료로서 벽돌, 콘크리트 등의 재료로 보강을 진행해왔다.
벽돌은 재료의 무게가 커 응급시공에 운반에 어려움이 있
다. 또한 콘크리트는 양생시간에 대한 설치에 시간이 많
이 지체 되며 이 두재료는 재료적으로 취성재료로서 갑자
기 파괴되는 단점을 가지고 있어 파손발생시 피해의 대한
인명의 대피시간이 짧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지진 발
생후 2차 지진에 대비하는 신속한 응급복구 내진패널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본 논문
에서는 지진으로 인하여 구조물에 발생한 손상에 대하여
응급복구가 가능하며 2차적인 피해를 방지하며, 시공이
편리하고 강성이 강하여 구조물의 장단기적 안정성을 확
보할 수 있는 재료인 GFRP 복합재료를 사용하여 응급 내
진복구용 GFRP 강성 내력패널을 설계 및 제작하여 이에
대한 성능평가를 실시하여 프레임 구조물에 미치는 영향
성을 조사하였다.

2. 응급내진복구용 GFRP 강성내력패널
2.1 강성내력패널

강성 내력패널은 프레임 구조물이 지진 및 진동에 대
하여 측면 하중을 받을 때, 저항 할 수 있도록 하는 보강
구조물이다. 내력패널은 중량과 소음, 진동을 감소시키며
전체 복합패널의 구조적 강성을 증가시켜 외부 하중에 대
한 프레임 구조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이 목적이다. 본 논
문에서는 내력패널 선행연구인 Sandwich GFRP Panel을 분
석하여 2가지 형태의 응급내진복구용 GFRP 강성내력패널
을 제작하였다. (Jung, 2003)
2.2 조립 Box형 내력패널
Sandwich GFRP 내력패널은 프레임 구조물에서 Push 또
는 Pull load에 의하여 프레임 구조체에 변형이 발생될
때, 내력패널 좌측 하단과 우측 상부 모서리 부분에서 강
한 구속이 발생, 전체 패널의 압축장을 발생시키며 최종
적으로 중앙부에 좌굴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러
나 으들 Sandwich GFRP 내력패널의 경우 사이즈가 크고
FRP 적층에 따른 제작이 어려워 실제 현장 적용 시 많은
문제점이 있다. 또한 거동측면에서도 Plate에서의 변형이
실제 내부 층진 코어재료의 전단변형이 클 경우 국부좌굴
에 의한 파괴도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중앙부 또는
Skin Plate와 코어 경계면에 발생 가능한 전체 혹은 국부
좌굴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립이 가능한 Box형 단위패널로
제작하였다. 이는 단위패널 조립 시 발생 가능한 부착부
분의 맞댐이 전체구조의 Stiffener형 격벽으로 작용 가능
하므로 실제 구조물의 거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
을 것이다. Fig 2는 조립 Box형 GFRP 내력패널의 단면형
상으로써 기존 샌드위치 내력패널에 격벽을 두어 단면 2

* 학생회원․ 강릉원주대학교 토목공학과 석사과정, E-mail: bbire07@naver.com
** 정회원․ 한국대학교 공과대학 토목공학과 교수, E-mail: woojung@gwnu.ac.kr
*** 학생회원․ 한국대학교 토목공학과 박사과정, E-mail: vans0001@naver.com
**** 학생회원․ 한국대학교 토목공학과 박사과정, E-mail: psm2348@naver.com

- 38 -

차모멘트 및 전단변형에 대한 저항성을 크게 할 수 있도
록 제작하였다.

Fig 3. 단부보강 조립 Box 내력패널 개념도

Fig 4. 내력패널의 보강재적용을 통한
유효길이 감소(전체 좌굴감소)
Fig 1. Geometrical Configuration of the
Sandwich FRP Panel(Jung, 2003)

3. 응급내진복구용 GFRP 강성내력패널 성능평가
3.1 실험계획

(A)기존 샌드위치 내력패널

(B)조립식 Box GFRP 내력패널
Fig 2. 기존 샌드위치 패널과 조립 Box
내력패널의 단면도
2.3 국부좌굴 방지를 위한 단부보강 조립 Box GFRP
내력패널
조립 Box형 GFRP 내력패널의 설계 시 고려된 거동은
실제 상·하부 모서리에서 발생된 구속압력에 의하여 발
생한 압축장이 보강 내력패널의 중앙부에서 좌굴이 발생,
한계 상태에 도달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그러나 내력패
널 시공에 따른 실제 거동 시 프레임 구조의 변형으로 인
하여 발생된 상·하부 모서리의 구속압력은 국부파괴가
없는 경우 내력패널 전체강성에 의하여 좌굴저항이 결정
되겠지만 실제 구속압력이 발생하는 부분에서의 국부파괴
가 발생할 경우 이는 실제 조립 Box형 내력패널에서 설계
한 기준과는 다소 다른 성능기준의 결과가 도출될 수 있
다. 따라서 국부적인 파괴에 의하여 내력패널이 한계상태
에 도달할 수 있는 문제점으로 고려, 실제 내력패널 양
단부에 ‘ㄷ’자 형태의 적층 패널을 제작하여 부가적으
로 부착하거나 또는 조립식 끼움재로 Box형 내력패널에
사용함으로써 양쪽 단부 상·하부에서 발생하는 전체좌굴
거동에 대한 저항성도 개선하고자 하였다.

2가지 Type의 강성 GFRP 내력패널은 실험에 사용될 강
골조 프레임장치의 크기에 맞게 제작되었다. Fig 5는 실
험에 사용되는 강 골조 프레임 장치의 개념도이다. 강 골
조 프레임의 경우, 현행 강 프레임 구조물 설계 시 고려
된 단위 프레임 사이즈를 토대로 향후 실험이 수행될 실
험실의 가력하중의 위치와 전단벽의 크기 등을 고려하여
20% 축소된 모델로 설계하였다. 강 프레임 구조의 접합부
의 경우, 현재 국내에서 가장 활발히 사용되고 있는 웨브
(web) 보강 용접접합을 고려하였다. 강 골조 프레임 구조
물의 보는 H-125 × 12 × 5 × 6.5 × 9 × 10의 H 형
강, 기둥은 H-194 × 150 × 6 × 9 × 13 의 H 형강을
사용하였다.

Fig 5. 강 골조 프레임
성능평가 실험은 프레임 구조물내에 GFRP강성 내력패
널이 프레임에 가해져 전달되는 하중에 대하여 얼마만큼
의 강성과 에너지흡수량을 보이는지에 대한 거동을 확인
하기 위한 실험이다. 실험은 3가지 시편 - 무보강 프레임
구조물, 조립 Box형 GFRP 내력패널 프레임 구조, 단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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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된 조립 Box형 GFRP 내력패널 프레임 구조에 대하여 실
험이 실시된다. 이는 보강되지 않은 프레임 구조물과 보
강된 프레임 구조물의 비교와 조립 Box형과 단부보강된
조립 Box형 프레임 구조물의 비교를 위함이다. 실험은
Fig 6과 같은 프레임구조물에 무보강, 조립Box, 단부보강
조립 Box 3가지형태로 패널을 거치한 후 패널에 하중이
가해져 프레임 밖으로 이탈할 경우에 대하여 가이드를 두
어 이탈하지 않도록 설치하는데 본 실험에는 Fig 7.과 같
은 가이드 앵글을 이용하여 Out-of-plane을 방지하였다.

하중은 상부힌지와 하부힌지의 비 Drift를 통하여
0.5%간격으로 Cyclic하중을 가하여 이에 대한 결과를 도
출하도록 한다. Fig 9는 실험체에 가할 하중 Protocol이
다

Fig 9. 하중 protocol
3.2 실험결과
1)조립 Box형 GFRP 내력패널 실험결과
조립 Box형 내력패널이 설치된 강골조 구조물의 실험
결과 0.5% Drift에서 강성 62.4 kN/mm 에너지흡수량은
4083.694 kN*mm의 량을 나타내었으며, 1.0% Drift에서는
71.3 kN/mm 에너지흡수량은 18199.725 kN*mm, 1.5% Drift
는 강성 82.3 kN/mm 에너지흡수량 43107.436 kN*mm, 2.0%
Drift 강성 93.5kN/mm 에너지흡수량 99734.685 kN*mm의
값을 나타내었다. 변위하중이 증가할수록 Cyclic Test에
서 강성값은 강성 및 에너지 흡수 능력 모두 증가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Fig 6. 강 골조 프레임 장치 셋업 개념도

Fig 7. 가이드 앵글 거치법
또한 골조 프레임 구조에 위 아래의 수직부재 단부에
힌지를 설치하여 강 구조물의 실제 하중작용시의 상하부
변형 형태에 의한 곡률의 영향을 유연 하게 반영할 수 있
도록 하였으며 하부의 힌지는 바닥과 완전 일체화 시켜
고정시켰으며 상부 힌지는 actuator와 연결할 수 있는
Steel Rod와 결합 설치하여 actuator가 가하는 변위에 같
이 거동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강골조 프레임 구조물
이 힌지의 직각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을 막기 위하여 움직
일 수 있는 Steel Rod에 4개의 가이드 휠을 설치하여 강
골조 프레임 구조물이 안정상태에 있도록 설치하였다. 강
골조 프레임에 하중가력으로 변위하중을 가하여 제어한
다. Actuator의 제원에 따라 최대 ± 150mm의 변위를 가
동시킬 수 있다.

Fig 8. 시험체 하중 가력 개념도

Fig 10. 조립 Box형 내력패널이 설치된 강골조
구조물의 Force-Displacement 관계
2)단부보강 조립 Box형 GFRP 내력패널
단부보강 조립 Box형 내력패널이 설치된 강골조 구조
물의 실험 결과 0.5% Drift에서 강성 387.6 kN/mm 에너지
흡수량은 19831.581 kN*mm의 량을 나타내었으며, 1.0%
Drift에서는 376.1 kN/mm 에너지흡수량은 96150.038
kN*mm, 1.5% Drift는 강성 356.2 kN/mm 에너지흡수량
236076.232 kN*mm, 2.0% Drift 강성 295.8kN/mm 에너지흡
수량 450950.920 kN*mm의 값을 나타내었다. 강성값은 일
정하며 에너지흡수능력은 하중과 변위가 증가하면서 같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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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강골조 프레임 구조물의 진동에 대한
거동파악과 내부의 내력패널을 통한 구조물 피해저감을
위한 평가를 수행하였다.
1) 실험은 무보강, 조립Box형GFRP강성패널, 단부보강
Box형 GFRP 내력패널 3가지의 형태로 강골조 구조
물에 대하여 수행한결과, 단부보강 Box형 GFRP 내
력패널이 가장 큰 강성과 에너지 흡수량을 보였으
며 다음은 무보강, 조립Box형 순으로 나타났다. 무
보강보다 조립Box형이 강성과 에너지 흡수량이 적
은 것은 Out-of-Plane 현상을 막기 위한 가이드앵
글의 Bonding 접착으로인한 파손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조립 Box형 GFRP 내력패널의 가이드앵글의
Bolting 접착설치를 통한 재비교가 필요하다.

Fig 11 단부보강된 조립 Box형 내력패널이 설치된
강골조 구조물의 Force-Displacement 관계
3)무보강 강골조 프레임구조와 보강된 강골조 프레임
구조의 결과 비교

2) 조립 Box형 내력패널과 단부보강 Box형 내력패널
의 비교결과 실험중 좌우상하부에 발생하는 국부좌
굴의 발생량은 조립Box형 내력패널에 비해 단부보
강 Box형 내력패널이 확연히 적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ㄷ'자 모양의 단부보강부가 국부
좌굴에 대한 저항을 크게 해주는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하여 모서리부 파손이 단부보강 Box형 내력
패널이 더 적게 나타났다.
3) 조립 Box형 GFRP내력패널과 단부보강형 조립Box형
GFRP내력패널의 경우 가이드앵글 때문에 정확한 비
교는 할 수 없었지만, 무보강과 내력패널의 설치여
부는 강성 및 에너지 흡수량 증대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Fig 12 3가지 시편의 성능평가 결과비교(강성)
본 실험결과 무보강 강골조 프레임 구조물이 조립 Box
형 내력패널이 설치된 강골조 프레임 구조보다 강성 값이
큰 결과가 발생했다. 이는 가이드 앵글의 탈락현상으로
인한 결과로 보인다.
단부보강 조립 Box형 내력패널이 설치된 강골조 프레
임 구조는 강성값이 무보강에 비하여 2배정도 크게 나타
났다. 이는 단부보강 조립 Box형 내력패널이 프레임 구조
에 설치되면서 가해지는 하중에 대하여 강성으로서 크게
저항하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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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중매설 GRP관의 장기관변형 예측
Prediction of Long-term Deflection of Buried GRP Pipe
장 민 준* · 박 관 수** · 주 형 중*** · 김 주 범****· 윤 순 종*****
Jang, Mim-Jun · Park, Guan-Soo · Joo, Hyung-Jung · Kim, Joo-Beum · Yoon, Soon-Jong
ABSTRACT
Glass fiber reinforced thermosetting polymer plastic (GRP) is widely used in the construction industries due to the
advantages of their superior mechanical and physical characteristics. Most of pipes are installed for long-term purposes
and they should be safely installed in consideration of installation conditions because there are unexpected various
terrestrial loading conditions. In this paper, we present the result of investigation for 253 days pertaining to the structural
behavior of flexible pipes buried underground. From the buried test results, we predicted long-term, up to 60 years, ring
deflection of GRP pipes buried underground based on the method suggested by the existing literature. It was found that
the GRP flexible pipe is appropriate because 5% ring deflection limitation of 60 years could be satisfied.

1. 서 론

2. GRP관의 지중매설실험

유리섬유복합재(glass fiber reinforced polymer
plastic, GFRP)로 제작된 GRP관은 다른 관종과 비교할 때
재료 자체의 우수한 단위중량당 강성과 강도를 가지고 있
고 관의 변형에 대한 복원력이 뛰어나며 다른 관종과 호
환성 등이 우수하여 지중에 매설할 경우 하부지반지지력
부족으로 인한 침하율 저감, 침하에 따른 재료의 파손 위
험성을 저감시킬 수 있는 등 다양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Yoon, 2013).
연성관으로 분류되는 GRP관은 구조적 거동을 고려한
관변형을 예측하고 이 관변형을 제한하는 방법으로 설계
가 이루어진다.
이전 연구 (Jang, 2013)에서는 지중매설된 GRP관의 설
계법을 조사하고 현장매설실험(Fig. 1 참조)을 수행하여
GRP관의 단기관변형(24일)을 확인하였다. 또한 하수도시
설기준(2011)과 ASTM D 2412(2010)에서 제시하는 설계식
으로 단기관변형을 예측한 후 그 결과값을 비교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지중매설된 GRP관의 기존 단기거동 측
정 이후의 지속적인 거동을 확인하고, 측정결과를 사용하
여 ASTM D 5365 (ANNEX)에서 제시하는 방법으로 매설 이
후 60년까지의 장기관변형을 추정하였다.

GRP관의 외압하중에 의한 구조적 거동을 조사하기 위
해 관경이 2,400mm인 GRP관을 설치하였고 관상부에 되메
움토를 16m 성토하여 시공하였다. GRP관이 관 길이방향으
로 동일한 하중이 작용할 수 있도록 성토사면 중앙에
Fig. 2와 같이 설치하였다. 지중매설완료를 시점으로 약
7일 간격으로 총 253일간 관 중앙부(No. 1), 1/4지점(No.
2), 연결부(No. 3)에서 관변형을 측정 하였고 그 결과를
Table. 1에 정리하였다.

Fig. 1. Test Plan of the Buried GRP Pi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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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Site of Buried GRP
(b) Measurement of
Pipe
Ring-deflection
Fig. 2. Buried GRP Pipe Test
Table 1.
경과
()
1
43
85
127
185
253

Measurement of Deflection of Buried GRP Pipe
No.1 (mm)
No.2 (mm)
No.3 (mm)
수직
수평
수직
수평
수직
수평
1.29
0.92
1.25
1.03
1.35
1.03
1.34
0.97
1.31
1.07
1.41
1.08
1.37
1.01
1.35
1.10
1.44
1.11
1.40
1.03
1.38
1.12
1.47
1.13
1.43
1.05
1.41
1.15
1.50
1.16
1.45
1.08
1.43
1.16
1.51
1.17

학생회원․ 홍익대학교 토목공학과 석사과정, E-mail: ds5gus@nate.com - 발표자
비회원․ 홍익대학교 공과대학 토목공학과 석사과정, E-mail: pks1209@hanmail.net
정회원․ (주)아이시스이앤씨 대표이사, 공학박사 E-mail: hj5898b@hanmail.net
비회원․ (주)한국화이바 이사, E-mail: pipe@fiber-x.com
정회원․ 홍익대학교 공과대학 토목공학과 교수, E-mail: sjyoon@hongik.ac.kr

- 42 -

4. 결론

3. GRP관의 장기관형 예측
3.1 장기관변형 예측 이론
지중매설(GRP)관을 안전하게 설계하기 위해 Spangler는
지중매설 연성관의 관변형을 5%로 제한하였다 (Watkins,
2000).
GRP관의 장기관변형이 한계관변형 5%를 만족하는지 확인
하기 위하여, 식 (1)~(5)에 나타낸 ASTM D 5365(ANNEX)의 단
기 측정데이터의 회귀분석법을 사용하여 장기관변형을 추정
하였다.


  





log



   

log  
 



이 연구에서는 지중매설된 GRP관의 관변형을 약 276일
간 측정하고 그 측정값을 이용하여 최대 60년까지의 장기
관변형을 예측하였고, 그 결과 다음의 결론을 얻었다.
① Spangler가 제시한 지중매설관의 관변형에 대한 한
계치는 5%로 Table 1의 실험결과와 Table 2의 예측결과
모두 한계관변형 이하의 관변형을 나타냈다.
② 식에서 알 수 있듯이 장기관변형에 대한 예측은 관
변형에 대한 측정이 길어지고 측정값의 수가 늘어날수록
정확해지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측정을 수행한다면, 장기
관변형에 대한 더욱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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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간 경과 후 수직방향 관변형(%)
 : 경과 시간(hour)
 : 측정데이터 수
 :  일 때 측정한 단기관변형(%)
 : 측정한 시간(hour)
3.2 장기관변형 예측 결과
지중매설실험을 통해 얻은 결과를 식 (1)~(5)을 통하
여 10년~60년까지 10년 단위로 장기관변형에 대한 결과를
확인하고, Table 2에서 정리하여 나타내었다.

Table 2.
예측
기간
(  )
10
20
30
40
50
60

Prediction of Long-term Deflection of GRP Pipe
No.1 (%)

No.2 (%)

No.3 (%)

수직

수평

수직

수평

수직

수평

1.50
1.52
1.53
1.54
1.55
1.56

1.11
1.13
1.14
1.15
1.16
1.16

1.48
1.50
1.51
1.52
1.53
1.53

1.21
1.23
1.24
1.24
1.25
1.26

1.56
1.58
1.60
1.60
1.61
1.62

1.21
1.23
1.24
1.25
1.26
1.26

1. ASTM D 5365 (2012). Standard test method for
long-term
ring-bending
strain
of
“fiberglass”
(glass-fiber-reinforced thermosetting-rein) pipe, American
society for Testing and Materials.
2. Jang, M. J., Kim, S. H., Lee, Y. G., and Yoon, S. J.
(2013). Structural behavior of buried GRP pipe in
cooling water intake for the nuclear power plant,
Proceedings of the Civil EXPO 2013, Korean Society
of Civil Engineering, 2013, pp. 872-875.
3. Kim, S. H., Park, J. S., and Yoon, S. J. (2012).
Long-term Deflection Prediction of GRP Pipe in
Cooling Water Intake for the Nuclear Power Plant,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Advanced Composite
Structures, Vol. 3, No. 3, 2012, pp. 1-8
4. Park, J. S. (2012). A study on the ring deflection
limitation of buried flexible pipes, Ph.D. Thesis,
Department of Civil Engineering, Hongik Univerisity,
Seoul, Korea.
5. Watkins, R. and Anderson, L. R. (2000). Structural
Mechanics of Bureid Pipe, CRC Press, New York.
6. Yoon, S. J. (2013). Prediction of structural behavior of
Buried GRP pipe(φ2,400mm), Research Report,
Hongik University Research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 43 -

동적응답을 이용한 복합소재 해양라이저의 구조 건전성 모니터링
Structural health monitoring of composite marine risers
using dynamic response
유 용* · 최 상 현** · 박 수 용*** · 제현민****
Yoo, Yong · Choi, Sanghyun · Park, Sooyong · Jae, Hyunmin
ABSTRACT
Risers are often exposed to harsh ocean environments, and vulnerable to various damages. The riser failure may cause
serious economical losses as well as environmental problems. Therefore, maintaining the structural integrity of the riser
is very important. This paper deals with the methodology for monitoring structural integrity of the riser using dynamic
characteristic changes such as mode shapes. The damage index method, which has been proved its usefulness in many
applications, is applied to a numerical study to test its feasibility of identifying damage in a riser. The numerical study is
performed using OcraFlex 9.4, specialized program for analyzing marine structures. The numerical study shows that the
damage index method can identify damage in the riser.

1. 서 론


최근 육상자원의 채취가 어려워짐에 따라 해양자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으며, 심해의 자원을 채취하기 위
한 라이저 시스템의 개발을 위한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Peng et al, 2012). 라이저는 높은 수압과 조류, 와
류 등과 같은 험한 해양환경 조건에 장시간 노출되며, 손
상발생시 막대한 교체비용이 소요되므로 구조건전성 확보
가 가장 중요하다(최상현 등, 2013). 라이저는 직경에 비
하여 길이가 매우 긴 세장구조이며, 일부 라이저는
5,000m 이상의 심해에서 사용되고 있어 건물, 교량 등 일
반적인 구조물에 통상적으로 적용되어 온 모니터링 기법
을 그대로 적용하기 곤란할 수 있다(Huang, 2012). 이 연
구에서는 모드형상에 기반한 손상탐지기법을 적용하여 라
이저의 지속적인 구조건전성 모니터링을 위한 시스템 구
축의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2. 손상 탐지 이론
2.1 손상지수법
손상지수법(damage index method)은 구조물의 질량, 감
쇠 및 강성 변화와 모달응답 변화 사이의 민감도 관계를
기반으로 손상에 의한 변형에너지 분포의 변화를 이용하
여 손상을 평가하는 방법이다(Choi et al,2005). 구조물
의 임의의 요소  의 손상 전‧후 강성비를 나타내는 손상
지수   는 다음과 같이 정의될 수 있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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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기서  는 요소  의 강성을 나타내는 매개변수; 
은 적용된 고유벡터의 수;  는  번째 고유벡터;  는
구조물의 전체강성행렬; *는 손상후의 매개변수; 그리고
 는 다음 관계식(2)로부터 구할 수 있다.

  

(2)

여기서   는 전체강성행렬 중 요소  의 강성만으로 구성
된 행렬이다. 손상부위를 결정하는 손상탐지는 패턴인식
을 이용하여 효과적으로 구할 수 있으며, 결정 알고리즘
(decision algorithm)을 이용해 손상지수를 유한개의 집
단으로
분류하여
수행한다.
각부재로부터
구한
     을 확률변수로 고려하여 표준화된 손상지수
를 구하면 식(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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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여기서, μ β 와

σ β 는 각각 손상지수 β j 의 평균과 표

준편차를 나타낸다.

3. 수치해석을 통한 적용성 검토
상용 프로그램인 OrcaFlex 9.4를 사용하여 길이
5,000m 수직 양광관에 대한 수치해석 모델의 자유진동해
석을 수행하고, 산정된 모달파라미터를 이용하여 손상탐
지 기법의 적용성을 검토하였다.
3.1 수치해석 모델링
상부의 채광선은 OrcaFlex 9.4에서 제공하는 기본적인
FPSO 데이터를 사용하여 모델링하였으며, 단순한 형태의
라이저로 Fig. 1과 같이 길이 5,000m의 양광관만을 모델
링하였다. 수직 양관관의 경우 상부 플랫폼에서부터 원통
형 기둥이 내려와 끝단에 부력체가 달려 있는 형상이므로
자유단으로 고려하였다.

Fig. 2 Damage isolation results for Damage Case 1

4. 결 론
이 연구에서는 OrcaFlex 9.4 프로그램을 이용한 수치
해석을 통해 라이저의 역학적 특성의 유지 여부를 감시할
수 있는 구조건전성 모니터링 기술의 적용성에 대한 검토
를 수행하였다.
5,000m 양광관에 대한 수치해석 모델과 손상지수법을
이용하여 손상해석을 수행한 결과, 모사된 손상을 성공적
으로 탐지할 수 있으며, 동적응답모니터링을 통하여 해양
라이저의 구조건전성을 감시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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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Numerical model of a riser pi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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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손상탐지 결과
모의손상은 Table 1과 같이 4가지 경우로 모사하였다.
자유진동해석에서 구한 모드형상과 식(1), (2) 및 (3)을
이용하여 손상해석을 수행하였다. 손상해석은
Mode
1,2,3번을 사용하여 수행하였다. Fig. 2는 Case1의 손상
해석 결과이다. 손상해석 결과 개별 모드를 이용할 때 손
상탐지를 실패한 경우도 있었으나, 모드 합성(Choi et
al, 2005)을 통해 산정한 손상지수를 이용할 경우 모든
Case에서 손상을 탐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1. 손상 경우별 모의 손상부재 및 손상도
손상 경우

부재 번호

손상도(%)

Case 1

37

50

Case 2

37

10

Case 3

73

10

Case 4

37, 73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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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라미드섬유 보강 강재 보 부재 휨성능에 관한 실험적 평가
Experimental Evaluation on Flexural Performance of Steel Beams
Reinforced by AFRP
나 환 선* · 이 현 주**
Nah, Hwan-Seon · Lee, Hyeon-Joo
ABSTRACT
The paper presents an experimental result to characterize the behaviour of steel beams reinforcement by pultruded
reinforced polymer strips. Steel beam members reinforced with different thick AFRP on bottom flange plate were tested
under one point bending configuration. Test results showed that the member force of one ply reinforced specimen was
increased as 11% than control specimen when the two ply overlapped specimen was increased as 14% as usual.

1. 서 론
3. 실험 및 결과분석
본 연구는 노후 또는 내하력이 부족한 강 구조물인 철
골보 또는 철골 기둥의 플랜지면에 대한 보수보강을 위
해, 아라미드 섬유와 같은 건축용 복합소재의 성능을 확
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최근까지 구조물에 대
한 건축용 복합소재를 이용한 보수보강이 콘크리트구조물
에 집중되고 있고, 강구조물에는 적용된 사례를 거의 찾
아보기 힘들었다. 그러나, 전력구조물의 경우 유지관리
차원에서 기기가 가동중인 경우, 강판 보강과 같은 전통
적인 방법을 적용하기 힘들다. 따라서 가벼운 중량과 운
반이 용이하면서 손쉽게 강재 구조물의 보강, 특히 아라
미드 섬유와 같은 절연재료를 이용하여 강구조물의 표면
과 보수재료인 아라미드섬유 쉬트의 계면에 적절한 부착
력을 보유하면, 구조물의 원 기능을 회복내지 보강효과가
충분한지를 실험적으로 규명하고 보수보강 가능성을 확인
하고자 하였다.

3.1 실험체 구성 및 방법
실험체는 SS400 H형강과 아라미드섬유 쉬트로 구성되
며, 부착에 사용된 재료는 에폭시수지를 사용하였다. 부
착되는 하부플랜지표면은 쇼트 블라스트 표면 처리 후,
솔벤트로 표면을 깨끗이 청소하였다. 실험체 형상은 Fig.
1과 같이 양단 부에서 100 mm 떨어진 1,000 mm 길이 아라
미드섬유 쉬트를 하부플랜지에 보강하여 휨성능 보강여부
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보의 길이는 1,200 mm, 하중속도
2 mm/min로 중앙부에서 단순가력하였다.

2. 해외 사례분석
Hollaway와 Head는 다축방향의 연속 섬유복합체는
길이방향 섬유에 평행하게 재하되었을 때 파괴에 이르기
까지 선형적으로 반응하고 훌륭한 피로성능을 보인다고
밝혔다. Tavakkolizadeh와 Saatmanesh 는 열화된 금속교
량의 보부재가 탄소섬유쉬트로 플레이트 보강하여 피로수
명을 3배이상 확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탄소섬유쉬트로
플레이트로 보강된 강교량의 피로 부착저항을 평가하기
위해, Miller는 2개의 시험프로그램을 수행했다. Nikouka
는 접착제의 초기양생과정 중 반복하중에 의해 발생되는
탄소섬유쉬트로 플레이트 보강 보부재의 강성과 강도의
향상에 대한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위와 같이 국외와 국
내에서 탄소섬유쉬트를 이용한 보수보강 연구는 수행된
사례가 많지만 아라미드섬유쉬트로 보강한 사례연구가 많
지 않아서 본 연구를 통해 성능 및 기술적인 가능성을 타
진하고자 한다.

Fig. 1 Test setup
부착 및 휨거동을 파악하기 위해 실험체 중앙부 및 단
부에 변위계를 설치하였다. 상부 플랜지의 가력지점에서
는 보부재의 국부좌굴을 막기 위해 스티프너 보강하였다.

Fig. 2 Experiment(Before and After)

* 정회원․ 한국전력공사 전력연구원, 책임연구원, 공학박사, E-mail: hsnah@kepri.re.kr - 발표자
** 정회원․ 한국전력공사 전력연구원, 선임연구원 E-mail: hyeon@kepr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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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부재의 휨 보강성능을
Table 1과 같이 구성하였다.

비교하기

위해

실험체는

Table 1 Identification of Specimen
실험체구성

보강 방법

실험체 개수

-

1개

무보강
1
(케블라
2
(케블라

보강

겹
415 g/㎡)
겹
415 g/㎡)

2개
2개

Fig. 3 Load-Displacement

3.2 실험결과
본 실험의 전제조건은 아라미드섬유 쉬트와 강재가 소
성 이후에도 일체화 거동을 수행한다고 가정하였다. 복합
소재를 보강하지 않은 실험체의 경우, 휨모멘트와 전단하
중이 각각 21.5 kN·m, 71.5 kN로 계산되었고, 1겹 보강
된 실험체의 경우, 무보강 실험체 대비 13.8 % 증가된
24.4 kN·m와 81.5 kN, 2겹 보강된 실험체의 경우, 27.8
% 증가된 27.4 kN·m와 91.4 kN로 계산되었다.
아라미드섬유 쉬트 1겹과 2겹 보강의 철골 보 부재의
휨내력 개선효과에 대한 정량적 평가를 위한 1점 가력 휨
시험 결과는 Table 2와 같다. 항복하중, 강성, 실험체 스
팬 1,200 mm의 1/125에 해당되는 9.6 mm 변형시 하중과 아
라미드섬유 쉬트 최대변위 및 최대하중을 무보강 실험체
와 보강 두께에 따라 비교 분석하였다.
Table 2 Results
실험체

항복하중
강성
(kN)
(kN/mm)

보강
없음

68.84

1겹
보강

78.75

2겹
보강

88.75

9.6 mm
15 mm
변형시
변형시
하중(kN) 하중(kN)

최대 최대하중
변위
(kN)

14.68

87.13

89.15

-

85.38

15.34

89.78

92.38

0.0125

93.33

15.04

90.61

94.60

0.0137

94.90

15.55

92.08

97.53

0.0108

97.53

15.58

90.76

95.03

0.0123

95.03

보 스팬 1,200mm의 1/80에 해당되는 처짐 15 mm에서의
하중은 Fig. 3과 같이 1겹 보강실험체의 경우, 92.38 kN,
94.60 kN으로 보강없는 실험체 대비 3.6 %, 6.1% 증가되
었고, 2겹 보강실험체에서는 97.53 kN, 95.03 kN으로,
6.6 % 9.4 % 증가되었다. 최대하중은 1겹 보강실험체에서
93.33 kN, 94.90 kN로 나타나서, 무보강실험체의 항복하
중 85.38 kN 대비 각각 9.3 %, 11.2 % 증가되었다. 2겹 보
강실험체에서는 14.2 %, 11.2% 증가된 93.33 kN, 94.90
kN으로 분석되었다.

4. 결론
보 부재의 아라미드 섬유 보강에 따른 휨 성능 평가
결과, 보강하지 않은 보부재 대비 아라미드섬유쉬트 1겹
보강실험체의 경우, 복합소재와 플랜지면의 계면파괴 직
전까지의 하중은 93.33 kN, 94.90 kN 이었으며, 보강하지
않은 부재에 비해 각각 9.3 %, 11.2 % 증가되었다. 아라미
드 섬유 쉬트 2겹 보강 실험체에서는 상대적으로 14.2 %,
11.2 % 증가된 93.33 kN, 94.90 kN으로 나타났다. 위 실
험결과에 따르면 복합소재를 이용한 강재부재의 보강할
경우, 아라미드섬유쉬트 두께가 증가함에 따라 휨성능이
비례하여 증가되지 않았다. 따라서 복합소재에 대한 두께
별, 종류별 보수보강에 대한 기술기준에 대한 연구개발을
통해 좀 더 정량적인 데이터 확보와 보수보강에 대한 기
준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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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합성 박스 거더 복부판의 탄성전단좌굴 해석
Analysis elastic shear buckling of steel composite box girder web panel
김 대 혁* · 임 정 현** · 변 남 주*** ·한 상 윤****· 강 영 종*****
Kim, Dae-Hyeok · Lim, Jeong-Hyeon · Byun, Nam-Joo · Han, Sang-Yun · Kang, Young-Jong
ABSTRACT
It is same such as the provision of shear buckling strength of steel composite box girder web panel and
plate girder
web panel in Korea Highway Bridge Design Standards(2012). But the web panel of steel composite box girder is
different from the web of plate girder in that the upper slab and lower flange are connected to the web. So a different
shear behavior of the girders is expected. In this study, To calculate a reasonable elastic shear buckling strength of steel
composite box girder web panel, ABAQUS program was used. The results from F.E.A and previous studies are
compared.

1. 서 론

경계조건 및 하중재하는 Fig. 2와 같이 지정하여, 강
박스 복부판에 전단좌굴이 발생하도록 하였다.

강합성 박스거더는 박스거더를 교량 주형으로 하는 교
량 형식으로, 강합성 박스거더는 휨 강성과 비틀림 강성
이 우수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강합성 박스거더 설계는
강교량의 합리적 설계를 통하여 이루어지는데, 합리적 설
계는 후판 및 고강도 강판을 사용하여 부재의 수를 줄이
며, 설계 상세를 단순화한 교량 설계를 의미한다. 합리적
설계에 따라 강합성 박스 거더에 고성능강을 사용하게 되
면, 부재의 단면이 세장화 되어 부재의 국부좌굴에 대한
안정성검토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강합성 박스거더 플랜지의 강성따른 복부판
의 탄성전단좌굴계수 변화를 연구하기 위하여, 플랜지의
강성을 변화시키면서 탄성좌굴해석을 수행하였다.

Fig. 2 Boundary & Load Condition

2. 본론
강합성 박스거더의 단면은 Fig. 1과 같으며, 플랜지의
강성을 변화는 하부 플랜지의 두께를 복부판의 두께의 비
로 변화시키면서 탄성좌굴해석을 수행하였다.

탄성좌굴해석의 1차 모드 형상은 Fig. 3와 같다.

Fig. 1 Section of Composite Steel Box
Fig. 3 Elastic Shear Buckling Mode Shape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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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랜지의 강성에 따른 탄성전단좌굴강도는 FIg. 4로
플랜지의 두께, 즉 플랜지의 강성이 증가할수록 복부판의
탄성좌굴강도는 증가하였으며, 플랜지와 복부판의 두께
비가 3 이상부터는 강합성 박스거더 복부판의 탄성전단좌
굴강도는 수렴하였다.

3. 결론
강합성 박스거더 설계는 강교량의 합리적 설계를 통하
여 이루어지는데, 도로교 설계기준(2012)은 강합성 박스
거더의 복부판에 대하여 합리적인 설계를 하지 못하고 있
었다. 또한 Galambos(1988)과 Lee(1996)가 제안한 복부판
의 탄성전단좌굴계수에 대한 연구도 강합성 박스거더의
정확한 탄성전단좌굴계수를 산정하지 못하였다. 추후 연
구를 통하여, 합리적인 강합성 박스거더 설계를 위하여
플랜지의 강성이 복부판의 전단강도에 미치는 영향을 연
구하여, 플랜지 강성에 따른 복부판의 탄성전단좌굴 계수
가 산정하도록 하겠다.

감사의 글
Fig. 4 Elastic Shear Strength of Ste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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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에서 플랜지의 강성은 강합성 복부판의 탄성전
단강도에 영향을 미쳤는데, 이는 플랜지와 복부판의 연결
부의 경계조건의 변화를 의미한다. 정확한 분석을 위하여
플랜지 강성에 따라 탄성전단좌굴계수의 변화로 나타내었
으며, Galambos(1988)과 Lee(1996) 및 도로교 설계기준
(2012)에 제시된 탄성전단좌굴계수를 Fig. 5의 그래프로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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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Coefficient of Shear Buckling of Steel
Composit Box Girder Web Panel
Fig. 5에서 플랜지의 강성(플랜지의 두께) 증가할수
록, 강합성 복부판의 탄성전단좌굴계수가 증가하였다.
Galambos(1988)와 Lee(1996)가 제안한 탄성전단좌굴계수
는 플랜지의 강성에 따른 강합성 복부판의 탄성전단좌굴
계수를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였다. 그리고 도로교 설계
기준(2012)은 상당히 작은 탄성전단좌굴계수를 산정하고
있어 강합성 복부판의 탄성전단강도에 보수적인 설계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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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라미드 FRP 판재(Aramid FRP plate)로 보강된 철골보의
부착보강에 따른 휨거동
Flexural Behaviour of Aramid FRP Plates Strengthened Steel Beams
by Attachment Pattern
박 재 우* · 최 성 모**
Park, Jai -Woo · Choi Sung-Mo
ABSTRACT
The bond strength is not enough due to
reinforcement method can improve the bond
FRP sheet wrapping methods were used to
were performed according to the attachment

the delaminate of epoxy between FRP and steel. However, the adhesion
strength between steel plate and FRP plate. In this study, a bolt tighting and
improve bond strength between steel plate and FRP plate. Also, flexural test
pattern for AFRP plate strengthened steel beams.

1. 서 론
섬유보강플라스틱(Fiber reinforced polymer plastic,
이하 FRP라 함)은 강판에 비해 1)높은 인장강도를 지니고
있고, 공사 시 에폭시 혹은 접착재를 사용하여 접착하기
만 하면 되므로 2)시공이 간편하여 최근 건설시장 보수보
강분야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FRP의 종류에는 탄소계
열을 사용한 탄소섬유보강플라스틱(CFRP), 아라미드계열
을 사용한 아라미드섬유보강플라스틱 (AFRP)등이 있다.
AFRP는 CFRP에 비해 인장강도성능은 떨어지나 연신율이
40% 정도 높으며, 비전도체라는 성질을 지니고 있다. 기
존의 강판보강법으로 수행 시 발전소의 가동을 중단해야
되는데 이로 인해 전력공급의 손실 등으로 인한 피해를
야기 시킨다. 그러나 비전도체인 AFRP를 사용할 경우 발
전소의 가동중단 없이 보수보강을 수행할 수 있어 발전소
의 가동중단이 필요 없고, 원활히 보수보강을 수행할 수
있다. 또한 보강공사에 쓰이는 FRP의 종류에는 쉬트타입
과 스트립타입(판재타입)이 있다. 이 중 스트립타입은 공
장에서 섬유에 에폭시 함침 및 경화를 완료하여 판재형태
로 생산되고, 현장에서는 스트립 섬유판 한쪽 면에 접착
제를 도포한 후 단순히 구조물에 붙이기만 하면 되어 시
공성이 우수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휨재에서는 단부부위의
응력집중으로 인해 박리파괴가 발생하고 부착성능이 저하
되어 내력성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철골구조 휨재에서 강재와 FRP의 부
착성능을 충분히 발휘 할 수 있는 방안으로 볼트채결과
FRP 쉬트 래핑 등을 활용하여 부착성능 향상정도를 파악
한다. 이 후 최적의 부착성능 개선방안을 도출한 후 휨거
동 실험에 적용하여 보강효과를 검증한다.

2. 부착성능실험
FRP와 강재의 두께는 2.4mm이다. Fig.1, 2는 실험변수
별 형상, 실험체 셋팅 전경인데, 본 실험에서는 양단부에
실험체와 동일 두께의 강재와 FRP Strip를 추가로 부착하
여 편심의 영향을 최소화 하였다. 실험 변수는 접착제만

으로 강재와 FRP를 부착한 경우(S)와 추가적으로 볼트 체
결(SB)과 FRP 쉬트 랩핑(SW)한 경우로 나누어진다.

(a) 기본형(S)

(b) 볼트체결(SB)

(c) 쉬트랩핑(SW)

Fig 1. 실험변수별 형상

Fig 2. 실험체 형상
실험결과 접착제만으로 부착된 실험체의 최대하중은
126kN, 볼트체결한 실험체의 최대하중은 222kN, 쉬트래핑
으로 보강한 실험체의 최대하중은 300kN으로 AFRP쉬트 래
핑한 실험체가 가장 높은 최대하중 결과를 나타내 래핑보
강이 부착거동 향상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임을 검증하였
다.

* 정회원․ (주) 가윤 건축부, 광운대학교 건축공학과 겸임교수, E-mail: anm21cz@hanmail.net
** 정회원․ 서울시립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E-mail: smc@uos.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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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휨실험
본 실험은 철골보 하부 플랜지에 AFRP 판재로 보강한
후 2장에서 검증한 효과적인 부착성능 개선방안인 AFRP쉬
트 래핑 방법으로 단부부위를 보강한 후 휨실험을 수행하
였다.
사용된
강재는
SS400,
단면사이즈는
H-200×200×12×12이며 횡비틀림좌굴을 방지하기 위해
ㄷ-300×90×9을 사용하여 상부플랜지에 용접하였다. 스
팬의 길이는 4.0m이다. 사용된 변수는 무보강실험체(B0),
AFRP 판재만 하부 플랜지에 보강한 경우(BF), AFRP 판재
보강후 단부부위에 래핑보강한 경우(BF-W)이며 총 3개의
실험체를 제작하였다. 사용된 AFRP 판재의 두께는 2.4mm
이며 각각 하부플랜지에 보 폭 200mm에 맞게 폭 200mm 길
이 4000mm의 AFPR 판재를 접착재를 사용하여 보강한 후
BF-W 실험체는 예상되는 단부박리파괴 부위에 폭 200mm의
AFRP쉬트를 이용하여 래핑보강한 후 10일간 양생하였다.
각 실험체의 하중-변위곡선은 Fig. 3에 정리하였다.

failure) 거동을 보이지 않고, Fig.4 (b)와 같이 중앙부
위에서 AFRP판재가 파단(rupture)하였다. 또한 Fig. 3의
하중-변위곡선에서 살펴보면, 변위 약 140mm, 하중 약
320kN 부위까지 하중이 계속적으로 증가하다 AFRP판재가
파단으로 내력이 저하되는 연성거동을 보이고 있다. 실험
체의 하중효과를 살펴보면 BF 실험체와 BF-W실험체는 각
각 350kN, 326kN으로 래핑보강이 내력향상에는 영향을 미
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래핑보강을 통해 강
도적인 측면에서는 효과를 보지 못했지만 AFRP 판재가 변
위 약 50mm 부위에서 파괴되는 BF실험체와는 달리 충분한
연성거동을 확보하였으며, 단부 박리파괴가 아닌 중앙부
파단을 유도하여 래핑보강이 휨보강에서 부착성능을 개선
하고 충분한 연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임을 검증할 수
있었다.

4. 결론

Fig. 3 Load-displacement curve
파괴거동을 관찰하면 B0실험체는 초기 변위구간에서는
선형으로 하중이 증가하여 탄성거동을 보이고 있으며, 항
복이후 변위가 계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소성거동을 하
며 실험체가 파괴되었다. BF실험체는 초기변위구간에서는
탄성거동을 보이고 있으며 점차적으로 하중 값이 증가하
다가 변위 약 60mm구간에서 최대하중 약 350kN의 값 이후
내력이 급격히 저하되어 실험체가 파괴되었다. 이때 실험
체의 AFRP 판재는 단부부위에서 Fig. 4(a)와 같이 박리파
괴 (delamination failure)을 보였으며, Fig. 3의 하중변위관계에서와 같이 급격한 내력저하로 인한 취성파괴
거동을 보이고 있다. BF-W 실험체는 Fig. 3의 하중-변위
곡선에서 알 수 있듯이 초기 하중구간에서 하중값이 증가
하다가 변위 25mm, 하중 200kN 부위에서 실험체가 항복하
였으며 이후로도 계속적으로 하중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
나 파괴거동은 BF실험체와는 달리 박리파괴(delamination

(a) BF
(FRP delamination)

(b) BF-W
(FRP rupture)

Fig. 4 Failure behaviour sha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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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쉬트 래핑을 통한 부착강도 향상
할 수 있는 최적의 방법임을 도출하였다. 이를 통해 휨보
강실험에 적용한 결과 실험체의 박리파괴가 아닌 중앙부
파단을 유도하였다. 또한 AFRP 판재의 보강을 통해 실험
체의 내력을 향상시킴을 검증하였다. 그리고, BF실험체와
BF-W실험체 비교시 내력적인 측면에서는 개선효과를 관찰
하지 못했지만 충분한 연성거동을 확보하는 결과를 도출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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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질 폴리염화비닐관의 강성 추정
Pipe Stiffness Prediction of Unplasticized PVC Pipes
우 상 벽* · 이 승 원** · 김 선 희*** · 신 진 욱**** · 김 응 호*****
Woo, Sang-Byock · Lee, Seung-Won · Kim, Sun-Hee · Shin, Jin-uk · Kim, Eung-Ho
ABSTRACT
Recently, the use of buried flexible pipes is widespread and ever increasing trend in the construction field. In this paper,
we present the result of an investigation pertaining to the pipe stiffness of buried unplasticized polyvinyl chloride
(PVC-U) pipes. To estimate the mechanical properties of PVC pipe produced by the domestic manufacturers, tensile test
specimens were prepared and tested. In addition, parallel plate loading tests for the pipes with 150mm and 400mm inside
diameters were conducted. From the test result, the pipe stiffness according to the ASTM D 2412 (2008) is estimated.

1. 서 론

는 단위길이당 연직토압을 말한다(Smith, et al., 2004).

기존의 상하수관으로는 주철, 강재, 콘크리트 재질의
관이 많이 사용되어 왔다. 주철관의 경우 매립지 환경에
의한 부식, 수송유체로부터의 부식 등에 의해 치명적인 영
향을 받게 되어 부분적인 파손의 위험뿐만 아니라 배관의
수명이 단축되어 재시공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콘크리트 재질의 경우 취성재료로써 콘크
리트 부식 등으로 인해 국부적인 균열이 발생할 수도 있어
중점적인 유지관리가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플라스틱재질로 구성된 상하수관의 적용이 활성화되
고 있으나 지중매설시 지반과 유기적으로 거동하는 연성관
으로 분류되어 제품의 품질과 시공에 대한 신뢰성이 동시
에 확보되어야 구조적인 안전성을 기대할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관의 강성(Pipe Stiffness, PS)에 대한
이론을 간단히 설명하였으며, 경질 PVC (Unplasticized
PolyVinyl Chloride)의 역학적 성질을 조사하였다. 또한,
관의 설계에 사용되는 PS를 구하기 위한 편평시험을 수행
하였다.

식 (1)에서 관의 탄성계수(  )와 단면성질(  )을 포함하
고 있는 관의 강성(PS)은 편평시험(Parallel Plate
Loading Test)에 의해 결정된다.



    
∆ 

(2)

식 (2)는 편평시험으로부터 5% 관변형에 해당하는 단위
길이당 힘을 변형으로 나눈값이며,  는 5% 관변형시 재하
된 하중, ∆는 하중 작용시 변화된 내경의 변형이다.

3. 경질 폴리염화비닐관의 역학적 특성
3.1 인장강도시험
경질 폴리염화비닐관의 역학적 성질을 조사하기 위하
여 KS M ISO 6259-2(2008)를 참고하여 인장시험을 수행하
였다. 총 4개의 시편을 제작하였으며, 인장시험 전경은
Fig. 1에 나타내었다.

2. 경질 폴리염화비닐관의 강성
ASTM D 2412(2011)에서는 지중매설된 연성관의 변형을
식 (1)과 같이 계산하고, 이 변형을 5%로 제한하고 있다.



  
   ′

(1)
Fig. 1 Tensile Test

여기서, 는 수평방향 관변형,  는 변형지연계수, 
는 받침각 계수,  ′ 은 지반반력계수,  는 관의 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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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시편별 인장시험 결과 인장강도  , 탄성계수    ,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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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회원․ 홍익대학교 토목공학과 석사과정, E-mail: expy@ex.co.kr
정회원․ 홍익대학교 토목공학과 박사과정, E-mail: sunnys8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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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송비  는 Table 1에 나타내었다.
Table 1. Result of the Tensile Test of Unplasticized
PVC Pipes
Modulus of
Poisson’s ratio
Tensile strength
elasticity

( )
()
(  )
43.54
4.65
0.39
(a) PVC_400

3.2 편평시험
경질 폴리염화비닐관의 강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KS M
ISO 9969(2003)를 참고로 하여 편평시험을 실시하였다.
시험에 사용된 시편은 관경에 따라 3개씩 제작하였으며,
시편의 평균 치수를 Table 2에 정리하여 나타내었다.
Table 2. Specimen Designation
Parallel Plate Loading
Length
Description
( )

and Dimension of the
Test
Diameter
Thickness
( )
( )

PVC_400

303.90

372.03

13.32

PVC_150

300.50

145.25

9.59

(b) PVC_150
Fig. 3 Load-Ring Deflection Relationship

4. 결 론

편평시험은 Fig. 2에서 보여주고 있는 바와 같이 1,000kN
용량의 UTM에 설치하였으며, 하중은 관경의 변화가 관 내
경의 50%가 될 때까지 재하하였다. 편평시험 결과는 Table
3과 Fig. 3에 정리하여 나타내었다.

이 연구에서는 연성관 설계에서 사용되는 관의 강성
을 구하기 위해 관의 역학적 성질을 조사하고, ASTM D
2412에서 제시하고 있는 편평시험을 수행하였다. 또한,
시험을 통해 구한 결과값을 바탕으로 관변형 5%일 때의
하중을 구해 관강성을 추정하였다.
추후 연구로는 유한요소해석(Finite Element Method,
FEM)을 이용하여 관의 강성을 추정하고, 지중매설 PVC관
의 장단기 거동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References
(a) PVC_400
(b) PVC_150
Fig. 2 Parallel Plate Loading Test
Table 3. Result of the Parallel Plate Loading Test of
Unplasticized PVC Pipes
Vertical
5% ring
PS
ring
deflection
Description
deflection
load
(  )
∆ (%)
( )
PVC_
400

1
2

5

3
Average
PVC_
150

2.94

147.00

3.71

185.50

3.25

162.70

3.30

165.07

1

6.87

91.53

2

6.71

89.51

6.71

89.51

6.76

90.18

3
Average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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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termination of External Loading Characteristics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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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 플레이트 슬래브와 H형강 기둥 접합부의 뚫림 전단에 대한 실험적
연구
An Experimental Study on Punching Shear of H-Steel Column and Flat
Plate Slab Connection
이윤희* · 윤명호** · 유홍식*** · 김진원****
Lee, Yoon-Hee · Yoon, Myung-Ho · Ryu, Hong-Sik · Kim, Jin-Won
ABSTRACT

An experimental study was carried out to evaluate the punching shear performance of H-steel column + RC slab system
for vertical load. Three specimens were constructed for interior column-slab system. All specimens were the same
configuration and material properties except for columns such as RC column+flat plate slab and H-Steel column+flat plate
slab. From the test results structural characteristics (maximum proof stress, maximum displacement, deformation
capabilities and so on) are obtained and evaluated.
Key words : H-Steel column + Flat plate slab system, Dowel connection system

1. Introduction
무량판 구조는 슬래브가 보의 역할을 하는 구조로서
층고 절감 및 공사비 절감이 가능하다. 하지만 보-기둥
접합부에 비해 슬래브와 기둥이 접합되는 부분에서 취성
적인 뚫림 전단(Punching Shear)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구조적인 취약점이 있다. 특히 강·합성 구조로
설계될 경우 접합부의 세부적인 설계가 필요하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본 연구자는 무량판 슬래브와 H형
강 기둥 접합부의 상세를 개발하기 위해 선행 연구(참고
문헌 4)를 하였다. Fig. 1은 선행 연구에서 제시하는 접
합부의 각부 명칭 및 상세이다.

발하고자하는 접합부가 기존의 RC구조에서의 플랫 플레이
트 구조와 동등 이상의 강도 및 변형 능력을 가지도록 하
는 것이다. 실험 결과로부터 구조적 특성(최대내력, 변형
능력 등)을 평가하였다.

2. Test scheme
2.1 실험체 계획 및 설계
실험은 내부 기둥 접합부에 대해 실물대 실험을 실시
하였다. X, Y방향 기둥 중심간 스팬은 6.0m이다. 슬래브


에 작용하는 고정 하중(   )은 4.8 kNm , 적재 하중


(   )은 4.0 kNm 이다. Table 1은 실험체 리스트이다.
Table 1. List of specimens
Specimen
Column section
name
1
BM_RC
RC-400×400
2 B_S400_DW13 H-400×400×40×40
3 B_S400_DW16 H-400×400×40×40

Note
Bench mark
D=13mm
D=16mm

Fig. 1 H-Steel column + Flat plate slab
connection system

기둥의 치수는    ×  ×  × (SM490)이다. 슬
래브의 두께는 200mm, 피복두께는 20mm이며,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는   이다. 관통철근은 SD400, 듀벨

본 연구는 선행 연구에서 개발되어진 슬래브 접합부를
중력 실험을 통해 검증하고자 한다. 비교 지표로서는 개

및 약축 보강판은 SM490의 재질은 사용하였다. H형강 기
둥-플랫 플레이트 슬래브 접합부는 선행 연구에서 개발되

* 정회원․ 공주대학교 천안공과대학 건축공학과 박사과정, E-mail: eyoonhee@kongju.ac.kr - 발표자
** 정회원․ 공주대학교 천안공과대학 건축공학과 교수, E-mail: mhyoon@kongju.ac.kr
*** 비회원․ RIST 선임연구원, E-mail: rhs@rist.re.kr
**** 비회원․ RIST 책임연구원, E-mail: jwkim0199@rist.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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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진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설계하였다. 슬래브 철근 배근
은 KBC 2009 규정을 따르기로 한다. Fig. 2는
B_S400_DW16 실험체의 단면도와 평면도이다.

Fig. 4 P-δ curves
P-δ 그래프로부터 최대 내력( max ), 최대 내력시 변
위(max ), 최대 내력 직후 하중( )과 최대 내력 직후 저

(a) Section

하율(  )등의 주요 구조 특성치를 구하여 Table 2에 나
타내었다.
Table 2. Structural Properties
max
max
Specimen
name
(kN) (mm)
BM_RC
B_S400_DW13
B_S400_DW16

(b) Plan

524.3
(1)
539.7
(1.03)
546.4
(1.04)

21.62
(1)
27.96
(1.29)
27.23
(1.26)

(kN)

max  
  
max

174.7

0.67

314.4

0.42

331.5

0.39



4. Conclusions

Fig. 2 Reinforcement details of specimen
(B_S400_DW16)
본 실험체는 실험을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실제 건물에서 받는 하중을 반대로 하여 실험을 실시하였
다. 실제 슬래브와는 반대로 상부가 압축측, 하부가 인장
측이 된다. Fig. 3에 중력하중 실험체 가력 방법 개념도
를 나타냈다.

SLAB

hc

ts

H형강 기둥과 무량판 슬래브 접합부 시스템의 뚫림 전
단에 대한 실험적 연구로부터 다음의 결론을 얻었다.
1. 제안하는 듀벨 형식의 접합부는 실험 결과, 기존의
RC기둥의 무량판 슬래브시스템과 비교하여 초기강성은 동
등 이상, 최대 내력은 3~4%, 변형능력은 26~29% 향상 되
었다.
2. 최대 내력에 달한 후 급격하게 떨어진 하중을 최대
내력 저하율로 규정하여 기존 RC기둥의 무량판 슬래브시
스템과 비교하면 25~28% 감소 되었다.
3. 추후 기존 RC무량판 구조시스템과 제안하는 H형강
기둥-무량판 구조시스템과의 횡하중 실험 및 유한요소해
석을 통해 비교 검토가 필요하다.

hc

H

References

H Column

실제건물에서
슬래브 하부면
SLAB

실제건물에서
슬래브 상부면
LC

LS

LC

L

Fig. 3 Loading method

3. Test results and discussion
H형강 기둥+Flat plate slab 접합부의 중력 하중에 의
한 뚫림 전단의 내력 확인하기 위해 실험을 수행한 결과
Fig.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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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제작 바닥판에 의해 횡지지된 U형 절곡거더 휨강도 수치해석
Numerical Analysis of Bending Strength of U-section girders Laterally
Braced by Precast Half-Deck
김 정 원* · 오 정 균** · 김 민 호***· 최 병 호****
Kim, Jung-Won · O, Jeong-Gyun · Kim, Min-Ho · Choi, Byung-Ho
ABSTRACT
This study numerically investigates flexural behavior of press braked U-type section girders for fabrication simplicity. In
order to improve structural stability during construction, the top flanges of press braked U section girder are laterally
braced by installation of precast half-deck. Thus, laterally unbraced length is taken by the pocket spacing of the
half-deck. This study performed 3D nonlinear finite element analyses on the U-type section girders along with inner bend
radii to thickness ratio (ri/t). The numerical models reflect initial imperfection and residual stress. Through the finite
element analyses, the flexural strength of the press-braked U-type section models were compared with those of general
welded girder.

1. 서 론

여기서,  : 단면2차모멘트
: 단면 도심에서 상부플랜지까지의 거리

제작공정의 단순화를 위해 냉간성형 절곡제작이 가능
하고 이에 따라 용접과정이 생략되어 경제적일 수 있다
또한 시공중 구조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강합성 바닥판에
의해 조기 합성될 수 있다. 그러나 절곡 과정에 의해 기
하학적 단면특성과 재료경화에 따른 특성 변화로 인한 휨
성능 영향에 대해 검토가 요구된다. 따라서, 본 발표 논
문에서는 절곡제작된 U형거더의 프로토타입 모델에 대한
유한요소해석을 수행하고 기존 용접거더와의 비교 분석을
통해 휨거동 특성을 살펴보았다.

2. 이론적 배경
현행 휨을 받는 교량 거더의 설계기준 및 지침은 용접
제작을 염두해서 각진 모서리부를 갖는 단면의 공칭성능
에 대해 주로 제시하고 있다. 절곡된 단면의 압축플랜지
유효폭, 특히 자유돌출판의 유효폭에 대해서는 구체적으
로 정해진 바가 없다. 자유돌출판의 국부좌굴강도는 아래
식과 같다.
 

  
(1)


    

여기서,  : 유효폭 두께비

k: 자유돌출판의 좌굴계수(0.43)
이때, 플랜지 국부 좌굴강도에 의한 U형거더의 휨강도
는 아래와 같이 산정된다.
   ∙ 
(2)

3. 해석모델
본 논문에서는 21m의 반 두께 강합성 바닥판 의한 조
기합성구조로 모델을 정한다. table 1와 같이 ri/t에 따
른 변수해석을 수행헀다. 이때 ri/t별 적정 포켓간격 및
이에 따른 구조성능 검증을 필요로 한다. 구조 시스템 단
순합리화를 의하여 보강재 및 다이아프램을 생략하였고
이는 시공 단계 고려한 전체 거더의 휨성능에 영향에 준
다.
Table 1. Dimension and Properties
구분
제원 및 규격
ri/t
0, 3, 7.5
600mm
Lb
t
12mm
u
0.3
E
205000 MPa
강종
HSB500
형고
1200mm

 

(단위:mm)
Fig. 1 U-section gir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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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재료특성 및 초기변형
절곡반경 두께비에 따라 절곡부 시편을 마련하고 인장
시험(최수영과 최병호, 2013)을 통해 얻어진 응력-변형률
특성을 해석모델의 재료특성으로 적용하였다. 쉘 두께 방
향으로 11개의 포인트를 지정하여 잔류응력의 크기가 변
하는 방식으로 적용하였다. 이때 절곡부와 직선부는 항복
응력과 판두께의 함수로써 각각 다르게 적용하였다. (Pi
등, 1999).

Fig. 3 residual stress
제작 및 좌굴거동을 고려하기 위해서 초기변형을 적
용하였다. 자유돌출판인 플랜지의 초기 기울임과 복부의
초기 편평도 감안하였다. 초기 변형의 최대치는 Lb/1000
로 적용하였다. 제작 및 좌굴거동을 고려하기 위해서 초
기변형을 적용하였다. 자유돌출판인 플랜지의 초기 기울
임과 복부의 초기 편평도 감안하였다. 초기 변형의 최대
치는 Lb/1000로 적용하였다.

평탄부를 유효폭으로 적용해서 산정한 휨강도이다.
ri/t=0은 각진 모서리를 가진 단면을 의미하며 이는 용접
거더와 같다. 본 해석결과로부터 ri/t=3인 경우에 이론강
도 Mcr과 가장 잘 부합하는 것을 볼 수 있다.

6. 결론
본 연구의 해석적 검토 결과로부터 절곡단면 거더의
플랜지 유효폭을 적용할 때 평탄부만 고려하면 휨강도를
과다 평가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ri/t=5 이상인
경우 이 경향이 두드러진다. 반면 ri/t=0인 용접거더 단
면으로 가정하여 압축플랜지의 유효 폭-두께비를 적용하
는 것은 30% 내외의 강도를 저감하게 되어 지나치게 보수
적일 수 있다. 따라서, 절곡 단면 거더에서 예상되는 유
효폭 저감효과 및 절곡반경-두께비에 따른 항복강도 상승
등 성능 향상 방안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를 통해 관련 지
침의 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감사의 글
본 연구는 국토교통부 건설기술혁신사업의 연구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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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해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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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4는 본 해석모델의 전형적인 극한 휨거동을 보여
준다. 극한 휨 파괴모드에서는 압축 플랜지 국부좌굴 및
이에 연동한 웨브 휨좌굴에 의해 지배되는 것이 확인 되
었다. 이에 따라, 해석결과 휨강도(MFEM)는 큰 차이가 없
으나 상부플랜지 유효폭을 고려하는 방식에 따라 설계기
준강도에는 상당한 차이를 나타내게 된다.

Fig. 4 Typical Failure Mode

Table 2. Analysis Result
MFEM
r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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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KN-m)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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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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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cr
(103K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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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FEM/Mc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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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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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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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는 절곡반경두께비(ri/t)에 따른 해석결과를 이
론적인 공칭휨강도와 비교하고 있다. 이 때 Mcr은 플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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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체 시멘트의 부분적 열화에 의한 대심도공의 구조적 복합 거동
Structural Composite Action of Deep Wells Due to the Partial
Degradation of Annulus Cement
김 정 중*
Kim, Jung Joong
ABSTRACT
To inject CO2 in geological formations, deep wells that penetrate the formations need to be constructed. The seal
integrity of deep wells for CO2 leakage are enhanced by annulus cements. By injecting CO2, brine in formations can be
carbonated and the potential degradation of annulus cement in the carbonated brine has been brought up. In this paper,
Type G oil well cement (OWC) pastes are hydrated for 28 days. Conditions of geosequestration in a sandstone formation
at a depth of roughly 1 km, was simulated by bubbling CO2 into a heated vessel containing brine. The hydrated OWC
cylindrical specimens were exposed to this environment. Slices of the cement specimen were taken periodically, during
and after exposure to quantify degradation progression. The elastic modulus of the specimens was examined prior to and
after exposure. After 28 days of exposure, the degraded depth of specimen was measured as 4.137 mm. The elastic
modulus of the specimens was measured as 2.2 GPa and 3.2 GPa prior to and after exposure respectively. Considering
a composite action in the partially degraded specimen, the elastic modulus of degraded part can be extracted. The results
indicated that the difference of elastic modulus in the partially degraded annulus cements could occur a composite action
of deep wells subject to axial load and shear cracks would be generated due to the composite action.

1. 서 론
최근 지구 온난화 가스의 처리와 관련하여 이산화탄소
1
를 지반 내에 격리시키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중이다 . 이
산화 탄소의 지반내 격리를 위해 사용되는 이산화 탄소의
주입공은 일반적으로 대심도공 (deep well)을 필요로 하
며, 이러한 대심도공은 그 주위를 환체 시멘트를 이용하
여 차폐한다. 지반내 이산화 탄소의 주입에 의하여 지하
수는 탄산화 될 수 있으며, 이러한 탄산수에 의한 시멘트
의 열화는 주입공 환체 시멘트의 탄성계수의 변하를 야기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주입공 환체 시멘트 일부의 변
화된 탄성계수로 인하여 발생 가능한 환체 시멘트의 전단
균열에 대하여 연구 하고자 한다.

2. 실험방법

물-시멘트비 0.45로 제작된 지름 25 mm Type G 시멘트
공시체 2개를 28일간 수중 양생하였다. 심도 1 km에서의
탄산수의 상태 (0.5 M NaCl brine)를 구현하기 위하여
Fig. 1과 같은 실험 장치를 준비하였다. 28일간 양생된
두 개의 공시체 중 한 개는 준비된 탄산수 실험 장치에서
탄산수에 노출시키며 시간에 따른 열화의 깊이와 탄성계
수를 측정하였다. 다른 하나의 공시체는 계속 수중에 보
관하며, 탄성계수를 측정하였다.

3. 실험결과 및 토의
Fig. 2는 공시체를 탄산수에 10일, 15일, 20일, 25일,
28일간 노출 후 공시체의 열화 상태를 찍은 사진이다. 공
시체의 외부로부터 안쪽으로 열화의 깊이가 증가함을 확
인 할 수 있다.

대심도공에 사용되는 환체 시멘트는 현재 기준이 마련
되지 않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유정공에 사용되는 환체
2
시멘트용 Type G 시멘트 를 사용한다.
Fig. 2 Pictures taken at 10, 15, 20, 25 and 28 days
after degradation (from left to right)

Fig. 1 Set-up for degradation tests

공시체의 외측으로부터 열화의 깊이를 측정하여 시간
별로 도시해 보면 Fig.3과 같이 시간에 따른 증가추세를
확인할 수 있다. 탄산수에 노출 후 처음 5일간은 열화가
진행되지 않았으나, 5일에서 10일 사이에 서서히 열화가
시작되었다. 10일에서 15일 사이에 열화가 급속도로 진행
되었으며, 15일 이후부터 다시 열화의 속도가 줄어들고

* 정회원․ 경남대학교 건축학부 조교수, E-mail: jungkim@kyungnam.ac.kr - 발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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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을 볼 수 있다. 탄산수에 노출된 지 28일 후 열화의
깊이는 4.137 mm로 측정되었다.

4. 결론
이산화탄소 주입용 대심도공 환체시멘트의 탄산수에
의한 열화에 의하여, 환체 시멘트 일부의 탄성계수가 변
화함을 실험을 통하여 확인하였다. 변화된 탄성계수로 인
하여 구조체는 복합거동을 할 수 있으며, 이러한 복합거
동으로 열화된 부분과 열화되지 않은 부분의 경계면에서
균열이 발생할 수 있음을 해석적으로 확인하였다.

감사의 글
Fig. 3 Degradation with respect to time
탄산수에 노출된 지 28일 후, 부분적으로 열화된 공시
체의 탄성계수 Ed는 3.2 GPa로 측정되었다. 탄산수에 노
출되지 않은 공시체의 탄성계수 Ec는 2.2 GPa로 측정되었
다. 열화된 공시체의 복합거동을 고려하여, 공시체 열화
부의 탄성계수 Edp를 식 (1)로 산정하였다.

 

       



(1)

식 (1)에서 Ag, Ac, Aa는 각각 공시체의 전체면적, 열화
되지 않은 면적, 열화된 면적이다. 열화 깊이 4.137 mm에
대하여 Ag, Ac, Aa는 각각 491 mm2, 220 mm2, 271 mm2로 계
산된다. 이로부터 계산된 공시체 열화부의 탄성계수 Edp
는 4.0 GPa이다.
부분적으로 열화된 시멘트 공시체는 열화되지 않은 부
분과 열화된 부분으로 구성되며, 작용하는 압축력에 대하
여 복합거동을 할 것이다. 예를 들어, 1 kN의 작용하중에
대한 열화되지 않은 부분 (Core)과 열화된 부분
(Degraded cement)에서 작용하는 응력은 Fig. 4에 보인
것처럼 각각 2.6 MPa과 1.4 MPa로 계산된다. 두 부분의
경계면에서의 응력차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이러한 응력의
차이는 전단균열을 유발할 것이다.

저자는 2013년도 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에 의한 한국
연구재단의 지원 (NO. 2013R1A1A2062784)에 감사드립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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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Composite action in the partially degraded
cement pas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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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텝보의 횡-비틀림 좌굴에 대한 최신 연구
State of the Art in Lateral Torsional Buckling of Stepped I-Beams
Hannah Reyno  · Albert Surla · 강 민 정  · 박 종 섭 
Hannah Reyno · Albert Surla · Min Jung Kang · Jong Sup Park
ABSTRACT
This study aims to give a brief summary of the development in the series of studies that have been made regarding the
lateral-torsional buckling (LTB) capacity of beam spans with increased cross section at one end, also known as singly
stepped beam (SSB), and at both ends, also known as doubly stepped beam (DSB). A three-dimensional program
ABAQUS was used to analyze buckling through finite element method, while a statistical regression program MINITAB
was used in developing and proposing simple design equations. The following topics discussed in this study include: (1)
proposed design equation that account for change in cross section of stepped beams under uniform moment; (2) proposed
design equation, with a corresponding moment gradient factor equation, of stepped beams under general loading
conditions; (3) proposed design equation for stepped beam with continuous top flange lateral bracing; (4) proposed design
equation for monosymmetric stepped beam subjected to uniform moment and to general loading conditions; (5) effect of
inelastic buckling of stepped beams subjected to pure bending and general loading conditions considering combined effects
of residual stress and geometrical imperfection; and (6) determination of LTB strength of monosymmetric stepped beam
by conducting destructive test of subjecting a beam to concentrated load. The summary presented provides researchers
information in understanding the subject matter; moreover, this provides a meaningful contribution to futures researches.

1. Introduction



In the construction of steel structures, especially in
buildings and in bridges, the use of stepped beams is a
common practice. Cross sections of beams are increased
abruptly at interior supports with the intention of
resisting its high negative moments, and of reducing the
cross section where moments are found low. This results
to achieving material economy and weight reduction of
the structure. Despite the fact of the common practice,
only few studies have been conducted. The studies
presented here aim to easily determine the LTB capacity
of beams spans with increased cross section. Thorough
studies were also made to focus on subject matters such
as elastic and inelastic LTB strengths of stepped I-beams.

2.

American Institute of Steel Construction (AISC) LRFD
*Specifications (1998) define the LTB moment capacity,
which is applicable for only prismatic and web-tapered
beams as:



 

(1)

AISC LRFD Specification (1998) and AASHTO LRFD
Bridge Design Specifications (1998) have incorporated the
following expression for Cb, which is applicable for
linear and non-linear moment diagrams:
m ax
  
m ax      

AISC Specifications
moment capacity as:

(2010)

defines



(3)

inelastic




   
         ≤ 
  




LTB
(4)

Yura (1993) and Galambos (1998) studied various
loading and bracing combinations, and developed moment
gradient correction factor for prismatic beams with
bracing at ends and with continuous lateral bracing of
top flange given as:

 

        
(5)
 
     

 

3.

Background and Previous Studies

 
 
         




  

    
     


Modeling and Experimentation

ABAQUS, through a four-node quadrilateral element
QUAD4, is used to model for its efficiency to clearly
demonstrate the buckling deformations of the beam. Two
types of stepped beams are considered, SSB and DSB,
with differing ratios defining relative length (  ), relative
width (  ) and relative thickness (  ) of large and small
cross sections. These parameters are shown in Table 1
and are based on the geometry of stepped beams from
real bridges.

(2)

SSRC Guides (1998) presented the following solution
for lateral torsional buckling of monosymmetric I-beams
subjected to uniform moment along the unbraced length:



Table 1. Ranges of Ratios for Beams Investigated
Length
Ratio (α)

Flange
width
ratio (β)

Flange
thickness
ratio (γ)

Doubly stepped beam

0.167-0.333

1.0-1.4

1.0-1.8

Singly stepped beam

0.167-0.5

1.0-1.4

1.0-1.8

Model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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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modifier   and   , which enables to account for
the cross section changes and moment gradient
respectively, are developed using FEM eigenvalue
buckling analysis results for stepped beams under
constant moment loading. Another modifier
is also
developed to determine the effect of steps in the LTB
strengths of monosymmetric beams, considering degrees
of monosymmetry from 0.1 to 0.9 having 0.2 interval.
For inelastic buckling strengths, beam lengths in
sections near plastic, at the middle of inelastic zone, and
near elastic zone were modeled. The effect of residual
stress was modeled in ABAQUS based on Pi and
Trahair’s (1995) research, while the initial geometric
imperfection of the beam by central displacement and is
equal to 0.1% of the unbraced length as suggested by
Hyundai (2006). Buckling moment results from ABAQUS
were used to compute the stepped beam correction factor,
 . Lastly, an experimental study was made to
determine LTB strength of a monosymmetric beam
subjected to concentrated load. Comparisons were made
between the results of experiment and proposed equation.

4.

Design Recommendations

MINITAB was used
through transformation
following equations by
proposed for the LTB
bending:



   
  

(10a)


max

  for IP=1 (10b)
with 
max      
max

  for IP=2 (10c)
with  
max      
Equation by AISC LRFD Specification (2010) gives
best result in obtaining moment gradient modifier for
IP=0; this is also applicable for monosymmetric stepped

.  should be taken as 1.0 with
beam with modifier 
IP of zero or one, and 0.85 for IP of 2.
The proposed inelatstic LTB equation by Park and
Park (2013) for stepped beam subjected to pure bending
along the unbraced span are:
  
(11a)
with          for DSB

(11c)
The proposed inelatstic LTB equation by Park and
Park (2013) for stepped beam subjected to general
loading along the unbraced span are:
  
(12a)


m ax
with    for IP=1 (12b)
     


for developing new equations
and iteration methods. The
Park and Stallings (2003) are
of DSB and SSB under pure

     
(6a)


with            for DSB (6b)
          for SSB
(6c)
Equations that are dependent on the number of
inflection points (IP) are also proposed by Park and
Stallings (2003) for stepped beams subjected to general
loading conditions:
      
(7a)
max
with    for IP=1 or 2 (7b)
max      
The proposed design equation by Park and Stallings
(2005) for LTB resistance of stepped beam considering
the continuous top flange bracing is:
(8)
     
The equation by Park and Stallings (2005) produces
significantly higher elastic critical moment resistance as
compared to the values calculated by neglecting the
increase in cross section and the continuous top flange
lateral bracing. Although higher, results of the proposed
equation are found to be reasonable and conservative
when compared to FEA results.
For monosymmetric stepped beam subjected to uniform
moment along the unbraced span, the following are the
proposed equations by Park and Gelera (2011):


    
 
(9a)

    α  βγ    with for DSB
    α  βγ     for SSB

(9b)

(9c)
Equations that are dependent on the number of IP are
also proposed by Park and Gelera (2011) for
monosymmetric stepped beams subjected to general
loading conditions:

(11b)

        for SSB

m ax

with 







m ax
  for IP=2 (12c)

m ax     

5. Conclusions
The equation for stepped beam subjected to uniform
moment was first developed and new factors were
applied to account for the effect of varying moment
along the unbraced span. The general loading conditions
were categorized with respect to the number of inflection
points. The proposed equations are convenient to use,
adequately accurate and conservative, a benefit for the
application of building and bridge system designers in
determining the LTB strength of stepped beams, whether
it be singly symmetric or symmetric on both ways,
whether it be within elastic or inelastic buckling region.
In experimentation by Park (2012), proposed equation
were found to be reliable with a maximum difference of
only 9%. Conclusively, this provides a comprehensive yet
brief summary of essential contributions that can be used
for future researches and further experiment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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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식 수상 태양광발전 구조시스템의 동적하중에 대한 구조적 성능
Structural Performance under Dynamic Load of Tracking-type Floating
PV Generation Structure System
김 선 희* · 원 용 석** · 천 진 욱***· 윤 순 종****
Kim, Sun-Hee · Won, Yong-Seok· Cheon, Jin-Uk · Yoon, Soon-Jong
ABSTRACT
Recently, environmental problems associated with the excessive use of fossil fuel are hot issue throughout the world. As
an alternative energy resource, the importance of renewable energy is continuously rising. Especially, growth rate of
photovoltaic energy generation is one of the best. In this paper, floating PV generation system made of pultruded fiber
reinforced polymeric plastic (PFRP) is discussed. It is well known that PFRP has many advantages such as high
corrosion resistance, high specific strength/stiffness, etc. Compared with conventional construction materials. To investigate
the structural behavior under flow induced dynamic loading, members and connections of members are tested under cyclic
loading. It was found that the structural system is strong enough to resist such a cyclic loading.

1. 서 론
태양광을 흡수하여 기전력을 발생시키며 광전효과를
이용하여 태양광에너지를 직접 전기에너지로 변환시키는
발전방식인 태양광발전은 신재생에너지 중 하나이다.
지상 태양광발전 구조물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넓은 면
적의 부지가 필요하다. 이는 국내 지형여건상 적합한 지
역 선정의 어려움이 있다. 반면에 부유식 태양광발전 구
조물은 해양, 강, 댐 등의 유휴수면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토지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토공사로 인한 산
림훼손 및 토지매입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등의 장점을 가
지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내구성이 우수하고 수변 및 해양 환경에서
내부식성이 뛰어난 섬유강화플라스틱(Fiber reinforced
polymer plastic, FRP)을 이용한 부유식 태양광발전 구조
물의 외부하중에 대한 저항성능 확보를 위해 동적하중에
대한 부재 및 접합부의 성능 검증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피로실험을 수행하였다. 또한, 피로성능을 검증하기 위해
동적실험을 수행하기 전에 정적실험을 실시하여 구조물의
하중저항성능을 검토하였다.
태양광발전 구조물에 재하되는 풍하중은 건축구조설계
기준(2009)과 풍동실험에 관한 기존 논문(이영근, 2013)
을 근거로 결정하여 정적, 동적 실험에 적용하였다.

추적식 수상 태양광발전 구조물의 동적성능을 검증하
기 위해, 부재와 부재 연결부에 반복하중을 가하여 피로
실험을 수행하였다.
추적식 수상 태양광발전 구조물의 정적실험체는 태양
광모듈을 지지하는 경사재 및 연결부재이며 그 형상은
Fig. 1과 같다.

Fig. 1 Shape of structural member
정적실험은 한양대학교(안산) 구조실험동에서 실시하
였으며, 하중은 10kN 용량의 Actuator를 경사재의 수직방
향으로 하중이 재하되도록 설치하고 변위제어방식으로
3mm/min의 속도로 재하하였다. Fig. 2는 정적실험체가 설
치된 모습니다.

2. 추적식 수상 태양광발전 구조물의 정적실험
2.1 실험방법
Fig. 2 Static test set-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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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압축실험

실험체의 변위는 Fig. 3과 같이 하중재하방향(DOF 1)과 부
력체 연결부재 중앙의 연직방향(DOF 2)에 대하여 측정하였다.

압축실험결과 실험체는 Fig. 6과 같으며 지점부의 하
부플랜지가 압축되며 파괴되었다. 이러한 파괴형상은 실
험체 경계조건의 영향으로 인해 부모멘트가 발생한 것으
로 생각된다. 압축실험결과는 Table 2에 나타내었으며,
DOF 1, DOF 2에 대한 하중-변위 관계는 Fig. 7에 나타내
었다.
DOF 1
DOF 2

Fig. 3 Directions of displacement measurements
2.2 실험결과
Fig. 6 Failure at the compression test

① 인장실험
인장실험결과 실험체는 Fig. 4에 나타낸 것과 같이 태
양광모듈 연결부재의 상부플랜지와 복부 사이의 접합부에
서 부재 길이방향으로 파괴되었다. 실험결과는 Table 1에
나타내었으며, DOF 1, DOF 2에 대한 하중-변위 관계는
Fig. 5에 나타내었다.

Table 2. Results of compression test

Test Results

Compression

Max Load
(kN)
86.19

Max. Displacement (mm)
DOF 1

DOF 2

54.43

50.71

.

Fig. 4 Failure at the tensile test
Table 1. Results of tensile test
Test Results

Max Load
(kN)

Tensile

26.25

Max. Displacement (mm)
DOF 1

DOF 2

15.43

13.46

Fig. 7 Load-displacement relation of compression test

3. 추적식 수상 태양광발전 구조물의 동적실험
3.1 실험방법

Fig. 5 Load-displacement relation of tensile test

동적실험체는 정적실험체와 동일한 형태로 제작하였
고, 실험체의 거치 또한 정적실험과 동일하게 하였다. 하
중은 100kN 용량의 Actuator를 경사재에 단면에 수직방향
으로 하중이 재하되도록 설치하였으며 4kN의 인장력과 압
축력을 반복하여 재하하였다. 하중재하 횟수는 2백만회이
며, 재하속도는 3.5Hz로 설정하였다.
동적실험에서 반복하중에 의한 볼트의 풀림현상을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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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하기 위해 부재를 구성하는 볼트에 대하여 실험 전후의
풀림토크(torque release)를 측정하였다. 풀림토크는 토
크렌치를 사용하여 측정하였으며 80Nm로 체결한 볼트에
대하여 총 5회 풀림토크를 측정하였다. 풀림토크 측정장
비 및 측정과정은 Fig. 8에 나타내었으며, 토크렌치의 재
원은 Table 3과 같다.
(a) Time-displacement of

(b) Time-displacement of

DOF 1

DOF 2

Fig. 10 Response of structure (0∼1,000 times)

(a) Torque wrench

(b) Torque measurement

Fig. 8 Torque release measurement
Table 3. Torque wrench

Model
QL100N4-MH
(TOHNICHI)

Range (Nm)
Max.

Min.

Notch Mark Space
(Nm)

100

20

1

(a) Time-displacement of
DOF 1

(b) Time-displacement of
DOF 2

Fig. 11 Response of structure (1,999,000∼2,000,000
times)

3.2 실험결과
동적실험결과는 Fig. 9와 같이 부재와 연결부의 심각
한 외적 손상은 발생하지 않았으며, 경사재와 부력체 연
결부재를 연결하는 볼트의 지압으로 인한 펄트루젼 FRP의
단면 내로 볼트의 변위가 발생하였다.

DOF 1에 대한 이력곡선(hysteresis curve)은 저항이 없
이 탄성거동을 보였으며, 하중이 반복재하되어도 에너지
가 거의 소산되지 않고 일정하게 나타났다.
이력곡선은 0∼1000회 측정부터 1,500,000∼1,500,100회
측정까지는 일정하게 나타났으나, 1,999,000∼2,000,000회
측정에서는 그래프의 원점에서 약 0.2mm 벗어난 이력곡선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현상은 볼트에서 발생한 변위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볼트에 변위가 발생하였
으나 측정된 하중이 감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측정범위 내
에서 연결부의 하중저항성능은 일정하게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DOF 2에 대한 이력곡선도 파괴강도 전까지 탄성거동하
는 재료적 특징으로 에너지가 소산되지 않았다. DOF 1과
DOF 2의 이력곡선은 Fig. 12∼Fig. 13에 나타내었다.

Fig. 9 Dynamic test
하중의 반복횟수에 따른 구조물의 응답(response)은
Fig. 10과 같다. 구조물에 재하된 하중은 실험 시작부터
종료될 때까지 4kN을 유지하였으며, 고유진동수(natural
frequncy)는 일정하게 유지되었다. 따라서, 동적하중에
대하여 부유식 태양광발전 구조물이 갖는 고유의 거동특
성은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a) DOF 1

(b) DOF 2

Fig. 12 Hysteresis loop of 0∼1,000times repet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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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물의 구조적 거동을 파악하기 위해, 정적실험과 동적실
험을 수행하였고, 실험을 통해 얻는 결과는 다음과 같다.

(a) DOF 1

(b) DOF 2

Fig. 13 Hysteresis loop of 1,999,000∼2,000,000 times
repetition
동적실험체의 실험 전후 볼트의 풀림토크는 실험체의
볼트 위치에 따라 경사재와 태양광모듈 연결부재, 부력체
연결부재의 전, 후에 대하여 Fig. 14와 같이 3구간에서
측정하였다. 실험 후의 풀림토크는 실험전과 비교하여 A
구간 1%, B구간 2%, C구간 2%의 감소율을 보였으며, 풀림
토크의 최대감소량은 1Nm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 반복
하중을 재하한 연결부의 풀림토크는 충분한 구조성능을
확보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Table 4는 위치별 풀림토
크의 측정결과를 나타내었다.

A

B

(1) 정적인장실험결과 실험체는 태양광모듈 연결부재
의 상부플랜지와 복부 사이의 접합부에서 부재 길이방향
으로 파괴되었으며, 실험체의 파괴하중은 26.25  으로
최대풍하중에 의해 경사재에 발생하는 내력에 비해 6.6배
큰 강도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정적압축실험결과 실험체는 저점부의 하부플랜지
가 압축되며 파괴되었으며, 실험체의 파괴하중은 86.19
 으로 최대풍하중에 의해 경사재에 발생하는 내력에
비해 21.55배 큰 강도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동적실험결과 하중의 반복회수에 따른 구조물의
하중과 변위, 고유진동수는 실험 종료시점까지 거의 일정
하게 유지되었다.
(4) DOF 1에 대한 이력곡선은 선형 탄성거동을 나타났
으며, 하중이 반복재하되어도 에너지 소산이 발생하지 않
았다. 또한, 1,500,000회 이후의 반복재하 구간에서 볼트
에 변위가 발생하여 FRP 부재 일부 단면의 파괴가 발생하
였으나 구조적 성능에 큰 영향은 미치지 않았다.
(5) DOF 2에 대한 이력곡선은 탄성거동을 보였으며
복된 하중재하에도 에너지 소산이 발생하지 않았다.
한, 선형에 가까운 이력곡선을 나타내었으며, 부력체
결부재는 반복하중에 의해 발생하는 연직변위에 대한
전성을 확보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C

반
또
연
안

(6) 동적실험 전후 연결부 볼트의 풀림토크는 최대
2%(1Nm)의 차이를 나타내었으며, 반복하중이 재하된 후에
도 충분한 구조성능을 확보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Fig. 14 Location of torque release measurement
Table 4. Result of torque release measurement
Measur
Location

A

B

C

측정결과 (Nm)

감사의 글

-ement
Time

1

2

3

4

5

Average

Before

20

19

20

20

21

20.0

After

20

19

20

20

20

19.8

Before

20

20

20

20

20

20.0

After

19

20

19

20

20

19.6

Before

20

19

19

20

21

19.8

After

20

18

19

20

20

19.4

본 연구는 건설교통부 건설교통기술촉진연구사업 (11
기술혁신 C-03) 지원으로 수행되었으며 이에 감사드립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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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밀 가속도계를 이용한 구조물의 동적 파라미터 추출
Dynamic parameter identification of a structure
using high precision accelerometer
김 민 수* · 최 상 현** · 박 수 용*** · 한 유 근****
Kim, Minsu · Choi, Sanghyun · Park, Sooyong · Han, Euguen
ABSTRACT
In monitoring structural integrity of such structures as buildings and bridges via measuring ambient vibrations, a high
precision accelerometer is required. In this study, a recently developed accelerometer with an accuracy with 10-5g is
introduced and its improved ability of identifying modal parameters is analyzed through a numerical study. A 7-story
building model is utilized in the numerical study and a wind load for simulating ambient vibration source is determined
using the Kaimal spectrum. The frequency domain decomposition method is utilized for modal analysis.

1. 서 론
최근 교량, 건물 등 구조물의 모니터링에 상시진동 측
정기법의 적용이 보편화됨에 따라 보다 정밀하게 응답을
측정할 수 있는 센서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신
소재를 이용한 구조물의 경우 장기적인 거동에 대한 보다
정확한 역학적 거동의 예측이 필요하므로 센서의 정밀도
는 더욱 중요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최근 개발 중인
  이상의 정밀도를 갖는 고정밀 가속도계(Park et
al., 2013)와 이러한 센서를 사용하여 추출한 동적 파라
미터의 정확도 향상 효과에 대한 검토 결과를 제시하였
다. 센서의 정밀도 향상에 따른 동적특성 정확도의 개선
도는 수치해석을 이용하여 검토하였으며, 동적특성 추출
을 위한 모달해석기법은 최근 상시진동 기법에 가장 보편
적으로 사용 중인 FDD(Frequency Domain Decomposition)
기법을 적용하였다(Jo, 2011).

에서는 식(1)을 이용하여 고도 28m 에 대해, 0.01초 간격
으로 900초간 작용하는 스펙트럼을 Fig. 1과 같이 생성하
였으며, 실제 구조물의 잡음 효과를 모사하기 위하여 RMS
20%에 해당하는 오차를 더하여 적용하였다. Fig. 1은 7
층, 6층 및 5층에 작용시킨 풍하중을 중첩하여 도시한 그
림이다.

Fig. 1 Wind load using Kaimal spectrum

3. 모달해석기법

2. 풍하중 산정
풍속 스펙트럼은 무차원화 된 식으로 Karman,
Davenport, Harris, Kaimal 스펙트럼 등이 있다. 이중 이
논문에서는 Kaimal 이 제안한 스펙트럼을 사용하였고, 식
은 아래와 같다(Kim, 2012).
 
′


  ′ 




FDD 기법은 구조물의 응답 의 PSD(Power Spectral
Density)행렬을 식 (2)와 같이 특이치분해(SVD, singular
value decoposition)하여 고유진동수, 모드형상 등 모달
파라미터를 산정하는 방법이다.

   
여기서,

 

  

 


⋯ 는 특이치들로 구성된 대

와
는
      
각각
,


      을 만족하는 유니터리 행렬(unitary
matrix)이다. 참고로  의 열벡터들은 구조물의 모드형상

각행렬,
여기서, 는 지표면에서의 높이를 나타내고, 는 진동수
(Hz), ′ 는 무차원의 양으로  에 관한 식이다. 이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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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나타낸다.

Table 2. FDD를 이용하여 산정한 고유진동수와
MAC (고유진동수/MAC)

4. 수치해석을 통한 동특성 분석

Mode
분해능

4.1 수치해석 모델링

 

이 연구에서는, 상용 프로그램인 Midas를 사용하여 수
치해석을 수행하였다. 수치해석을 위한 모델은 Fig. 2와
같이 높이 28m, 폭 18m의 7층 건물이다.

 
 

4.2 수치해석 결과

 

건물 고유의 모달 파라미터는 자유진동해석을 통해
Table 1과 같이 산정하였다. 계측된 응답을 나타내는 가
속도 이력은 풍하중에 의한 시간이력해석을 통하여 생성
하였다. 가속도계의 정밀도에 따른 모달해석 결과는

 

Table 2에 정리하였다. 표에서  ,  ⋯  의
분해능을 가진 가속도계의 계측단위가 수치해석에 적용되
었다. Fig. 3, 4, 5는 추출된 가속도 데이터를 SVD한 특
이치 값이다. 자유진동을 통하여 산정한 모드형상과 모달
해석을 통하여 추출한 모드형상간의 상관성을 나타내는
MAC(Modal Assurance Criteria)[Jo, 2011]은 Table 2에
정리하였다.

 

Fig. 3

Singular

values for  

 

1

2

3

4

5

6

0.83
/1.00
0.83
/1.00
0.83
/1
0.83
/1
0.83
/0.97
0.78
/0.88
0.78
/0.21

2.34
/1.00
2.34
/1
2.34
/1
2.29
/0.98
2.29
/0.88
2.34
/0.65

4.15
/1.00
4.15
/1
4.10
/1
4.10
/0.98
4.10
/0.79
4.15
/0.53

6.30
/1.00
6.30
/0.97
6.30
/0.93
6.30
/0.93
6.30
/0.61
6.30
/0.55

8.45
/0.94
8.45
/0.99
8.45
/0.94

12.55
/0.80
12.55
/0.80
12.55
/0.36

-

-

-

-

-

-

-

-

-

-

-

5. 결 론
이 연구에서는 가속도계의 분해능(정밀도)이 구조물의
동적 파라미터 추출 결과에서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검토
하였다. FDD기법을 이용하여 7층 건물 모델의 모달파라미
터를 추출하고 가속도계의 정밀도에 따른 정확도를 비교
한 결과 가속도계의 정밀도가 높을수록 추출되는 모달파
라미터의 개수와 정확도가 향상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건물 등의 상시미세진동 측정을 위해서는 일
정 이상의 분해능을 가진 정밀한 가속도를 사용해야 함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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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자유진동해석 결과
Mode
Fre.
(Hz)

1

2

3

4

5

6

0.78

2.32

4.13

6.24

8.40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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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크전단형 고력볼트의 체결특성에 따른 시공품질 확보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for Construction quality Assureance to the Clamping
Characteristics of Torque-Shear High Strength Bolts
이 현 주* · 나 환 선**
Lee, Hyeon-Ju · Nah, Hwan-Seon
ABSTRACT
Torque control method and turn of nut method are specified as clamping method of high strength bolts in the steel
construction specifications. Quality control of torque coefficient is essential activity because torque control method, which
is presently adopted as clamping method in domestic construction sites, is affected by variation of torque coefficient. This
study was focused to evaluate the effect of environmental factors and errors of installing bolts during tightening high
strength bolts. The environmental parameters were composed of 'wet' condition, 'rust' condition, 'only exposure to air'
condition.

1. 서 론
토크 전단형 고력볼트는 토크관리법으로 체결을 실시
하는 볼트이기 때문에 육각 고력볼트를 조일 경우와 동일
하게 1차 체결 → 금매김 → 본 체결 순서로 실시하여야
하며, 토크계수 관리를 철저하게 하여야 한다. 그러나 현
장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지 못하고 핀테일만 파
단되면 체결이 완료되는 것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장에서 볼트체결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
점을 반영하여, 이로 인한 토크전단형 고력볼트의 축력저
하 현상을 실험적으로 규명하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체결
방법 및 검사방법의 대안의 필요성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2. 현장 문제점 분석
2.1 현장반입 및 보관 단계
고력볼트의 현장반입 단계에서 문제점은 거의 없으나,
보관단계에서 문제점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 볼트 보관
장소는 내부 보관 원칙이며, 온도변화가 적은 전용보관창
고를 설치하는 것이 가장 좋다. 대형 건설현장의 경우 볼
트보관 창고를 설치하고 있지만 소규모 현장에서는 현장
사무소의 일부에 보관하거나, 파레트나 목재를 설치하고
방수 시트를 덮는 등의 보양이 필요하지만 최소한의 비를
맞지 않는 정도의 보관을 하고 있다. 이럴 경우 계절에
따라 외부 습기나 우수의 유입으로 토크계수 변동의 원인
이 된다. 또한 시공을 위해 보관장소에서 반출될 경우 옥
외에 마대상태로 방치되는 경우가 있어 습기 유입으로 고
력볼트 세트의 토크계수를 변동시켜 적정한 체결축력을
얻을 수 없다.
2.2 체결전 검사, 가볼트 체결
토크관리법을 사용하는 토크전단형 고력볼트는 볼트

보관단계에서 토크계수 변동이나, 체결 당일 현장 시공온
도에 따른 축력저하 문제점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
에 고력볼트를 체결하는 매일 체결 전 검사를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국내의 경우 검사를 할 수 있는
축력계를 건설회사나 철골 시공회사가 가지고 있는 경우
는 거의 없고 볼트제조사의 품질관리부서에서 가지고 있
기 때문에 매번 현장검사를 실시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
려운 형편으로 가장 중요한 제품 확인은 초기 현장반입으
로 대체되고 있는 실정이다.
가볼트는 철골 부재 조립에 사용되며, 본체결 및 현
장 용접시까지 예상된 외력에 대하여 설치된 철골의
변형 및 도괴를 방지하기 위한 임시볼트를 말한다. 가
볼트는 나머지 볼트구멍에 본 볼트로 1차 체결을 실시
하여 부재의 밀착이 완료되면 제거한다. 그러나, 현장
에서는 본 볼트인 토크전단형 고력볼트로 가볼트를 대
신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 경우 장기간 옥외 노출에
따른 녹발생 등으로 토크계수가 변동되게 되며, 또한
본 볼트 선조립에 따른 무리한 작업으로 인해 나사산
의 변형 및 파손으로 축력저하의 원인이 되고 있다.
2.3 1차 체결, 금매김
1차 체결은 볼트 접합부, 볼트군마다 가볼트를 제외한
모든 위치에 본 체결 볼트를 삽입 후 조임순서에 따라 작
업을 실시한다. 체결은 프리세트형 토크렌치, 토크제어형
전동렌치 등을 사용하여 볼트 규격별로 명시된 토크로 너
트를 회전시켜 조여야 한다. 그 후 가볼트를 제거하고 본
볼트로 교체하여 동일하게 스패너로 조인 후 1차 체결을
실시해야 한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가볼트 사용이 생략
되는 경우와 1차 체결 역시 정해진 토크로 체결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 이유는 첫째로 가볼트를 사용하지 않고
가볼트 용도로 사용한 본 볼트를 제거하지 않기 때문에
본 볼트에 많은 토크를 도입하지 않거나 손조임만을 실시
하는 것이며, 둘째는 금매김 및 2차 체결시 회전량에 따

* 정회원․ 한국전력공사 전력연구원, 선임연구원 E-mail: hyeon@kepri.re.kr - 발표자
** 정회원․ 한국전력공사 전력연구원, 책임연구원, 공학박사, E-mail: hsnah@kepr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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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검사를 실시하지 않기 때문이다.
고력볼트 체결 품질관리 절차에 따라 1차 체결을 마친
볼트에는 1차 체결 종료를 나타내는 금매김을 표시하여야
한다. 이 표시는 본 체결의 종료를 나타냄과 동시에 체결
후의 검사에 이용하며, 본 체결시 너트의 회전으로 인해
생기는 금매김의 어긋남에 의해 체결작업 완료가 확인 가
능하며, 금매김을 실시하면 체결여부 확인뿐 아니라 너트
회전량, 공회전의 유무 확인도 쉽게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전술한 바와 같이 1차 체결 및 금매김이 생략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토크계수 변동으로 인해 축력이
적게 도입된 불량볼트를 선별할 수 없게 된다.

화된 것과 달리, 상온의 정상조건 토크(평균 533)와 비교
하여 1~2%의 토크 변화를 나타냈다. 이것은 볼트특성상
체결토크가 항상 핀테일 파단토크와 같아지도록 제작되었
기 때문에 토크계수와 관계없이 일정 토크에서 핀테일이
파단 되었기 때문이다.
Table 2 Result of Experiment
축력(kN)
현장변수

2.4 2차 체결, 검사
본 체결은 토크전단형 고력볼트 전용 체결기를 이용하
여 핀테일이 파단 될 때까지 조인다. 핀테일의 파단만으
로 고력볼트가 제대로 체결되었다고 판단할 수 없는 경우
는 볼트 세트의 토크계수가 변동된 고력볼트의 체결축력
은 규정값에서 대폭 벗어나는 사실이 시험을 통해 입증되
었으며, 이런 오류를 검사할 수 있는 금매김 및 너트회전
량 검사 역시 생략되고 있는 실정이다.

토크(N·m)

토크계수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상온정상조건

182.5

4.423

533

2.078 0.146 0.004

수분침적 1초

137.8 11.809

522

4.544 0.191 0.016

수분침적 30분 140.2 11.664

528

3.451 0.189 0.016

외기노출 30일 159.7 12.200
녹발생 30일

130.8 12.440

평균

표준
편차

521

3.396 0.164 0.013

522

5.610 0.201 0.019

3. 실험 및 결과분석
3.1 실험체 구성 및 방법
실험은 시공현장 문제점 조사결과를 반영하여 Table 1
과 같이 실험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볼트시험기를 이용하
여 F10T M20×140 토크전단형 고력볼트의 핀테일 파단시
축력, 토크, 토크계수를 측정하였다.

Fig. 1 Clamping Force of Environmental Factors

4. 결론
Table 1 Plan of Experiment
실 험 변 수
종 류

실험체
내 용

상온(20℃),정상조건 상온 개봉후 즉시 체결

개수
10EA

수분 침적 1초

볼트에 빗물이 닿은 상태

수분 침적 30분

빗물에 흠뻑 젖은 상태

10EA
10EA

외기노출 30일

보관상태 불량

10EA

녹발생 30일

엷은 녹발생

10EA

3.2 실험결과
현장변수에 따른 핀테일 파단시의 체결축력, 소요 토
크, 너트회전각, 토크계수를 Table 2에 나타냈다.
핀테일 파단시 토크계수는 상온의 정상조건 토크계수
(평균 0.146)와 비교하여 1초 침수 조건에서 31%, 30분
침수 조건에서 30%, 녹발생 30일 조건에서 38% 증가하여
일본강구조협회규격 JSS Ⅱ09에서 권장하고 있는 토크계
수의 범위 0.110~0.170 을 만족하지 못하였다.
핀테일 파단시 축력은 상온의 정상조건 축력(평균
182.5)과 비교하여 1초 침수 조건 24%, 30분 침수 조건
23%, 외기노출 30일 조건 12%, 녹발생 30일 조건에서 28%
의 축력이 감소되었으며 표준편차도 크게 나타났다.
핀테일 파단시 토크는 토크계수가 12~38%로 심하게 변

토크전단형 고력볼트는 토크관리법이 적용된 고력볼트
로서, 현장조건에 따라 토크계수가 변동되어 핀테일이 파
단 되도 적정축력을 도입되지 못하는 경우를 실험결과를
통해 규명하였다. 국내현장 일부에서는 이런 문제점을 인
식하지 못하고 시방서에 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는 문제
점이 도출됨에 따라 개량화된 체결공법과 과학화된 검사
방법에 대한 개발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향후 직접인
장법이 적용된 스마트와셔 개발 및 자동화된 축력검사 방
법에 대한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축력검사 DB
는 유지관리 초기데이터로 활용하여 구조물안전성 평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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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형 홀이 있는 판 좌굴에서 판 두께 영향에 대한 해석
Analyzing the effects of thickness on buckling of plate with hole
모하메자데 베자드* · 노 혁 천**
Mohammadzadeh, Behzad · Noh, Hyuk-chun
ABSTRACT
Plates are frequently used in constructing nuclear power plant structures as a structural member. Creating holes in plates,
complying with the function, may sometimes is needed. As the buckling may cause the plate to be failed, this study
deals with investigating the effects of the thickness of the plate having through holes on its buckling. A range of
thicknesses from 1mm to 10mm is considered for the plate to be investigated. Two holes of diameters of 10mm are
created in the plate. The load having the magnitude of 1N/m is applied on the left edge of the plate. Both plates with
and without holes are investigated. Results showed that thin plates can fail due to geometrical failure while thick plates
may fail due to materials failure. The maximum difference in buckling load between the plate with hole and without hole
has occurred for the plate having the thickness of 6mm.
Keywords: Buckling, Plate with hole, Finite Element Method, ABAQUS

1. Introduction

2. Methods and Results

Plates are popularly used members in constructing
various structures. Sometimes, based on the function of
plates, creating holes are required[4]. They may be used in
cooling system pipelines, linkage to flange and web or in
any other part which needs plates having through holes[1].
Plates can fail due to different reasons such as rupture,
reaching their materials to the yield stress or buckling.
Buckling, in some cases, may occur before the materials
reach to the yield stress, so it gains the importance to be
studied[4]. Buckling is a form of failure suddenly occurred
to plates. It may happen under compressive stresses, shear,
bending or their combination in the plane of plates[1].
When load applied to a plate, it may buckle at a specific
point which is the critical point for the plate. The regarding
load to this point is called buckling load or critical load
beyond which the plate is not stable and cannot carry any
additional load[2]. Existence of holes can change the
buckling load which depends on the diameter of holes or
their position in the plate. Another parameter which highly
affects the buckling of the plate is the thickness of the
plate[3]. In some cases a specific size of hole is desired to
be implemented in a plate having determined length and
width which is expected not to be buckled under a specific
load. So only parameter which can be changed to provide
the desired function is thickness of the plate.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thickness of plate having holes
on its buckling load by considering a range of thicknesses
from 1mm to 10mm by using ABAQUS.

In order to analyze the buckling load with respect to the
thickness of plate, finite element method is chosen to be
used using ABAQUS. Various thicknesses from 1mm to
10mm are considered for the plate with length of b=200mm
and width of a=100mm. The materials are considered to be
steel having Poisson's ratio of 0.3 and modulus of elasticity
of 209.0e9. The left edge of plate is constrained for
displacement in all directions while for other edges
displacement in z-direction is restrained. The centers of left
and right holes of diameter of 10mm are located at
coordinates of x=-50mm, y=0.0mm and x=50mm, y=0.0mm,
respectively. A distributed load of magnitude of 1N/m is
applied in negative x-direction on the right edge of the
plate. Fig. 1 shows the plate subjected to the load of 1N/m,
schematically.

Fig. 1 Schematic shape of the example plate
Analyzing the effects of thickness of plate having
through-thickness hole on buckling load was performed to
find a range of permissible applying load in terms of the
thickness. The results are provided in Table. 1. Taking look
at the results, it is inferred that as the thickness of the pl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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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reases, the buckling load non-linearly increases.
Table. 1. Critical loads, corresponding stresses and
type of failure
Thickness Critical load Critical stress
Failure
(mm)
(N/m)
(Mpa)
Mode
1
67,408
67.41
Geometrical
2
533,505
266.75
Geometrical
Geometrical
3
1,782,320
594.11
Material
4
41,79,060
1,044.77
Material
5
8,067,560
1,613.51
Material
6
13,768,500
2,294.75
Material
7
21,578,000
3,082.57
Material
8
31,766,300
3,970.79
Material
9
44,577,400
4,953.04
Material
10
60,228,800
6,022.88
Material

seen by the line with triangle symbols. As the thickness
increases the ratio decreases. The minimum amount occurred
for the plate having the thickness of 6mm for which the
maximum decrease in buckling load due to existence of hole
is occurred i.e., the maximum difference between buckling
loads of plates with and without holes happened for the
plate having the thickness of 6mm.

3. Conclusion

As the results for critical stresses show, by increasing
thickness of plate having hole the critical stresses increases.
The critical stresses, for plates having the thicknesses from
3mm to 10mm, violate beyond the permissible yielding
stress, 400MPa. It states that the plate material will reach
the critical yielding stress before they buckle. Fig. 2 shows
the buckled shape of the plate having the thickness of 1mm
as spectrogram on plate. Maximum displacement has
occurred around the holes. Sides of the plate undergo small
change which is negligible.

The plate structures can fail due to buckling as one of
the major reasons of instability in steel structures. In
practice, it may sometimes required to create hole in plate.
Because of the importance of this matter, this study
investigated the buckling of the plate having holes from the
view point of thickness.
A plate having the length of 200mm and width of
100mm was considered to be analyzed using finite element
method using ABAQUS by specifying thicknesses in the
range from 1mm to 10mm. Two holes of diameter of 10mm
were implemented in plate. Results showed that by
increasing in thickness the amount of buckling load increases
non-linearly. For thin plates the critical stresses were smaller
than the yielding stress of the steel materials while those for
thick plate were beyond the mentioned criteria. It means that
for thick plates the yielding can be happen before the plate
buckles, but it strongly depends on the conditions of the
problem such as the boundary conditions or type and
magnitude of loa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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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Buckled shape of plate
Results of analyses of plates without holes are provided
in Fig. 3 as graph which is given with diamond symbol
while the graph regarding to plates having hole is given
with rectangles. The graph with triangle symbols shows the
changes in ratio of buckling load for plate with holes to the
that of plate without holes.

Fig. 3 Comparative graph for buckling load and load ratio
As can be seen for thin plates, both plates provide critical
stresses very close to each other but by increasing the
thickness the differences are more considerable as can 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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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확실 탄성계수에 의한 외팔보의 확률적 거동
Probabilistic Response of Cantilever Beam with Spatially Random Elastic
Modulus
타 두이 히엔* · 유엔 반 뚜안** · 노 혁 천***
Ta, Duy Hien · Nguyen, Van Thuan · Noh, Hyuk-chun
ABSTRACT
The modulus of beam is assumed to have spatial uncertainty. The formulation to determine the response variability of
the cantilever beam due to randomness of modulus of beam is given. The randomness in elastic modulus is considered to
be one-dimensional, homogeneous stochastic field. The stochastic field is represented by using spectral representation to
reproduce random fields. The statistics of beam responses are investigated using Monte Carlo simulations for different
kinds of fluctuations of the modulus. The influence of the uncertainty in the modulus on the beam displacement is
addressed.
Keywords: Beam bending, Uncertain elastic modulus, Response variability.

1. Introduction

  




  cos    

 

The analysis of the response variability of stochastic
systems consists of evaluating the probabilistic characteristics
of the random processes which represent uncertainties in its
material properties and the statistical evaluation of the
systems under consideration. As far as the analysis of the
response variability of stochastic system is concerned, a
small number of analytic solutions is available excepting for
simple linearly elastic structures under static loads. The
majority of research work in this area, however, has focused
on developing various stochastic finite element methods
(SFEM) in order to obtain the solutions numerically: SFEM
using weighted integral methods [1-2], perturbation stochastic
finite element method (PSFEM) [6], spectral stochastic finite
element method (SSFEM) [7]. But SFE analysis by
employing directly the stochastic field represented by spectral
representation method on beam is yet to be found. In this
article, the response statistics is obtained for beams with the
uncertainty elastic modulus with a direct use of the spectral
representation scheme.







  

 ∞    ∞
  


  

   


    ∞    ∞

⑴

⑵

⑶

where the following conditions are to be obeyed for
respective parameters: the uniform random phase angle  in
Eq.(1) is determined depending on N, it needs to generate
two folds of N number of values in the range of    ,
  
  . The auto-correlation and spectral
density functions are as given in Eqs.(2), (3).
Let us consider a cantilever beam in Fig. 1. The material
parameter of Young's modulus is E, and the length of the
beam is L.

2. Spectral representation method and application
For the numerical generation of Gaussian random
processes, we choose the following spectral representation
scheme [3-4]:

Fig. 1 Cantilever Beam
We will assume for the Young's modulus to follow the
following exp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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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Conclusions
⑷

    

For the cantilever beam under consideration, displacement at
the end of the beam can be evaluated as


   


 




⑸



In the case when ≪ , Eq. (4) can be written
  

≈

 


⑹



The present paper deals with statistical response of
cantilever beam due to spatially random elastic modulus. The
spatial variability of material was taken into account by
assuming a homogeneous random field for Young’s modulus.
A parametric study was performed using Monte Carlo
simulations in which the statistics of beam responses. The
response variability of beam deflection was found to increase
with an increase in the coefficient of fluctuation of modulus.
The methodology outlined can be used as a basic
information for the design of general structures having
spatially random elastic modul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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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re the function f(x) is as given in Eq.(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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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Numerical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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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sponse variability is given as COV, which is
defined as a ratio of the standard deviation of response w to
the absolute mean response 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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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Variation of COV of displacement as a
function of standard deviation 
Fig. 2 show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OV of
displacement and the standard deviation (SD) of random
field in the range of correlation distance (0.1, 1, 3, 5 and
10). We can see that the COV increases as the SD increases
in all case. This result can easily be understood because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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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ven in Eq.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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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상기억합금을 활용한 가새 댐퍼 시스템의 최적 설계와 활용
Optimum Design and Application of the Bracing Damper System
by Utilizing Shape Memories Alloy
박 지 웅*·허 종 완**
Park, Ji-Woong · Hu, Jong-Wan
ABSTRACT
This study mainly treats a new type of the bracing friction damper system, which is able to minimize structural damage under earthquake loads. The
slotted bolt holes are placed on the shear faying surfaces with an intention to dissipate considerable amount of friction energy. The superelastic shape
memory alloy (SMA) wire strands are installed crossly between two plates for the purpose of enhancing recentering force that are able to reduce permanent
deformation occurring at the friction damper system. The smart recentering friction damper system proposed in this study can be expected to reduce repair
cost as compared to the conventional damper system because the proposed system mitigates the inter-story drift of the entire frame structure. The response
mechanism of the proposed damper system is firstly investigated in this study, and then numerical analyses are performed on the component spring models
calibrated to the experimental results. Based on the numerical analysis results, the seismic performance of the recentering friction damper system with
respect to recentering capability and energy dissipation are investigated before suggesting optimal design methodology. Finally, nonlinear dynamic analyses
are conducted by using the frame models designed with the proposed damper systems so as to verify superior performance to the existing damper systems.

K ey Words : Superelastic shape memory alloy (SMA), Friction damper, Energy dissipation, Bracing system.
시스템을 개발하고 비선형 유한요소 해석을 통해 새로운
구조 시스템에 대한 성능검증에 초점을 두었다.

1. 서 론
가새 시스템은 주로 좌, 우의 두 기둥과 상, 하의 보
또는 토대로 짜인 직사각형 벽체 뼈대의 한쪽 모서리에서
다른 쪽 모서리로 연결하여 건물의 내진성을 높여 주는
부재이며, 댐퍼는 진동에너지 등을 흡수하는 장치이다.
또한 이 연구에서 사용하게 될 형상기억합금은 탄성을 발
휘하여 미리 설정된 모습으로 돌아오게 하는 성질을 말한
다. 여기서 초탄성 효과는 응력에 의해서 마르텐사이트가
생성되며 응력을 제거하면 원래의 형태로 돌아가게 된다.

2. 브레이싱 댐퍼 모델의 해석

Fig. 2 해석 모델 단면도

Fig. 1 형상기억합금의 거동
그림을 보면 형상기억합금에 응력을 가하면 변위에 변
화가 생기고 다시 하중을 제거하게 되면 원래의 모습으로
되돌아온다. 다른 형상기억합금과 달리 초탄성 형상기억
합금은 별도의 열처리가 없어도 원형으로 복원되는 성질
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형상기억합금을 연구에 사용한다
(Song et al, 2006; DesRoches et al, 2004).
본 연구에서는 복원성과 에너지 소산 능력을 향상시키
기 위해 초탄성 형상기억합금을 활용한 새로운 능동제어

위의 그림은 실험의 기본 모델로 두 개의 플레이트와
이를 연결해주는 4개의 전단볼트, 양옆의 앵커를 연결하
는 6쌍의 형상기억합금 와이어로 구성되어 있다. (Zhu et
al, 2006)
가새 댐퍼 시스템의 비선형적인 거동을 포함하는 스프
링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OpenSEES프로그램 (Mazzoni
et al, 2006)을 사용하여 준정적 해석을 실시하였다.
마찰 댐퍼 시스템에서 강성 모델은 OpenSEES 프로그램
내에서 지원되는 하중 기울기가 동일한 등방성 경화 재료
모델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실험값과 비교하여 하중 제하
시 기울기가 완만하고 에너지 소산 능력을 다소 낮게 평
가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실험값이 좀 더 풍부한 이력 곡
선을 보여주지만 초기 기울기, 하중 포락선, 극한강도,
변곡점 및 잔류변형 등 전반적인 측면에서는 해석값과 일
치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3. 최적 설계를 위한 매개 변수 값의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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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댐퍼 시스템에 대한 복원력과 에너지 소산 능력과
의 상호 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마찰력은 0.7kN에서
3.5kN까지의 범위에서 5등급으로 동일한 간격으로 마찰
댐퍼 시스템 내에서 동일한 강성을 가지고 설계하였고 모
든 모델 케이스에 동일한 규격의 초탄성 형상기억합금 와
이어 시스템으로 설계하였다. 초탄성 형상기억합금 와이
어 시스템과 관련된 파라미터인        ,   
들은 각각 0.74kN/mm, 0.135, 3.80 kN, 2.10kN 값으로 설
정하였다

4. 프레임 모델 해석
4.1 해석방법
자동복원이 가능한 마찰 댐퍼형 가새 시스템의 활용과
성능의 우수성을 검증하기 위해 프레임 구조물을 설계하
고 구조물에 마찰 댐퍼형 가새 시스템을 설치한 후 실제
지진데이터를 적용하여 비선형 동적 해석을 수행하였다.
프레임 모델의 제작과 비선형 동적 해석도 OpenSEES 프로
그램을 사용하여 수행하였다. 시간 의존적인 해석의 경우
본 프로그램에서는 Newmark 이론(Newmark,1959)을 기본으
로 한 과도평형 해석 방법을 사용하여 수행한다. 연구에
서 제시하고 있는 전체 프레임 모델은 ASCE 7-05(ASCE,
2005)설계 지침을 토대로 설계를 하였고, 국부적인 강재
부재는 AISC-LRFD지침(AISC, 2001)을 토대로 설계하였다.

Fig. 3 2D 프레임 모델에 대한 모델링 특성
4.2 해석결과
그림 5.2는 비선형 동적 해석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
된 지진 가속도 데이터와 해석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마
찰 댐퍼형 가새 시스템을 가새 부재에 설치한 프레임 모
델의 경우 (3-SC-SMA 모델) LA21 지진이 발생한 이후에
최대변위와 잔류변위는 각각 290mm와 110mm가 발생하였고

Fig. 4 그라운드 모션과 분석결과

LA25 지진이 발생한 이후에는 180mm와 62mm가 발생하였
다. 반면에 본 가새 댐퍼 시스템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
는 (3-SC-S 모델) LA21 지진이 발생한 이후에 최대변위와
잔류변위는 각각 420mm와 180mm가 발생하였고 LA25 지진
이 발생한 이후에는 260mm와 100mm가 발생하였다.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중심 가새 프레임에 설치하여 수동적으
로 변위를 제어하는 자동복원이 가능한 마찰 댐퍼형 가새
시스템의 역학적인 거동과 성능적인 효율성에 대해 연구
하였다. 해석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해 낼 수 있
었다.
1) 마찰 댐퍼형 가새 시스템의 최적의 설계 파라미터
를 예측하기 위해 마찰력을 변수로 하여 비교 연구를 수
행하였고, 그 결과 복원력과 마찰력이 거의 동등한 조건
에서 설계를 했을 경우 복원성과 에너지 소산 능력 측면
에서 최적의 결과를 도출함을 입증하였다.
2) 본 연구의 가새 댐퍼 시스템은 지진 발생 시 구조
물 전체에 발생하는 변위와 진동을 저감할 수 있으며, 결
론적으로 잔류변위의 발생을 저감하여 지진에 의한 피해
를 최소화 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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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부격벽 일체형 PSC거더 반일체식 교량의 시공적용 고찰
Considerations for Field Construction of Semi-Integral Bridge with PSC
Girder Integrating End-Diaphragm
박 종 면* · 김 진 배** · 전 성 용*** · 김 충 식**** · 유 성 근***** · 박 중 배******
Park, Jong-Myen · Kim, Jin-Bae · Jun, Sung-Yong · Kim, Chung-Sik · You, Sung-Kun · Park, Jung-Bae
ABSTRACT
This paper introduces general concepts of Jointless Bridges and field construction case of Semi-Integral Bridge with PSC
girder integrating end-diaphragm. The expansion joints need to satisfy thermal and safety conditions of bridges. General
bridges with joints have some problems, which are frequently replacement cycle time from mechanical damage or
unstable movement, maintenance cost and more. To solve these problems, Integral Abutment Bridges(IAB) have been
applied overseas in the 1930s. In Korea, first IAB was constructed in the early 2000s and precast IAB systems was
invented and applied lately. Kyungshin overpass bridge in Incheon is the Semi-IAB constructed, the span length is
2@35=70m and the width is 13.9m. The original plan was to use general joint bridge but design field changed with
expectations for advanced economic estimation and maintenance. This changed method of B.I.B bridge construction
provided not only workability, construction cost but also safety improvement at the same time.

1. 머리말
현재 국내에 건설되어 공용중인 대다수의 교량은 상시
온도 변화와 같은 외부조건에 의해 발생하는 상부구조물
의 신축량을 하부구조에 전달하지 않고 상부구조 내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기계적인 신축이음장치를 상부구조와
상부구조 또는 상부구조와 교대 사이에 설치하는 것이 일
반적이다. 기계적 신축이음장치는 주행차량의 지속적 작
용하중에 의해 주행소음, 변형, 충격 등을 발생시키며 자
연환경의 변화는 이음부에 이물질이 누적되어 기계적 장
치의 정상적인 작동을 저해시켜서 조인트 교량의 대표적
인 유지관리 요소가 된다. 또한, 동절기 제설제의 액상
염화칼슘이나 우수로 인한 누수가 이음장치를 유입경로로
하여 상부구조를 지지하는 교량받침의 내구성 및 작동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1930년대 이후 미국에
서는 신축이음장치나 교량받침을 설치하지 않는 일체식
교량(Integral Abutment Bridge)을 제안 및 설치하기 시
작하였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1990년대 중반까지 약
3,000개소가 공용중이였으며, 2004년에는 약 13,000개소
로 일체식 교대 교량계획이 반영되었다. 이러한 추세는
유지관리부재 및 유지보수 발생 원인을 사전에 감소시킴
으로서 구조물의 내구성 향상 및 LCC 절감에 대한 사전
예방차원에서 접근한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국내에서는 2000년에 30m PSC Beam을 사용한 3경
간 교량(평촌2교, 시공사 동아건설산업(주), 발주처 한국

도로공사)을 최초 시공하여 현재 공용중에 있으며, 2009
년에는 지간 43m의 강박스 거더를 이용한 국내최초의 반
일체식 교대 교량을 시공하였으며, 지속적인 계측을 통해
반일체식 교량의 거동에 대한 데이터를 축척중이다. 또
한, 유지관리 최소화를 위한 무조인트(일체식) 교량에 대
한 적극적인 설계반영으로 향후 그 추세는 해외사례와 유
사하게 진행될 것으로 판단된다.

2. 일체식 교대 교량 공법 개요
일체식 교대 교량(Integral Abutment Bridge, 이하
IAB)는 상부구조, 교대부, 말뚝을 일체화 구조를 갖고 접
속슬래브는 힌지철근을 사용하여 교대부와 결합하고 상부
-하부구조 전체교량계의 온도신축을 교량부-도로부에 사
이에 신축조절장치(CCJ)를 설치하여 수용하는 형식이다.

* 정회원 ․ ㈜지승컨설턴트 대표이사, E-mail: pjmaaaa@naver.com
** 비회원 ․ ㈜지승컨설턴트 기술연구소 이사, E-mail: jeam@dw.am
*** 비회원 ․ 롯데건설㈜ 기술연구원 토목연구팀 수석연구원
**** 비회원 ․ ㈜건화 구조부 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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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일체식 교대 교량(IAB) 개요도
신축이음장치를 갖지 않는 일체식 교대 교량(IAB)에서

외부 환경 온도변화에 따른 교량계의 안정성은 지반 속에
일렬배치한 말뚝기초의 유연한 거동을 통해 확보가 가능
하다. 하부구조의 말뚝기초는 주로 H-말뚝이 사용되며 교
축 직각방향으로 1열로 약축방향으로 저항하도록 토공부
에 배치한다. 이러한 교량형식은 상부구조의 신축량을 하
부구조에 직접 전달하게 되므로 교량연장에 제약이 발생
하게 되며 콘크리트 교량의 경우 120m까지 적용이 가능하
다.

3. 현장 적용 사례
최근 인천광영시 남동구에 시공된 경신상로교는 발촌
들과 경신마을을 연결하는 교량으로서 총 경간
70m(2@35m)의 왕복 2차선 교량이다. 적용형식은 기계적
신축이음장치를 배제하고, 상부구조에 단부격벽(벽체교
대)을 일체형으로 형성시킨 반일체식 교대 교량을 적용하
였으며, 시공성, 경제성 및 유지관리성 향상이 기대되어
설계변경을 통해 적용되었다.

4. 맺음말
본고에서는 일체식 및 반일체식 교대 교량에 대한 일
반적인 현황과 인천광역시에 가설된 BIB 반일체식 교량
시공 사례에 대하여 소개하였다.
일체식 및 반일체식 교량은 기계적 신축이음장치를 배
제함으로서 유지관리 성능 및 교량 내구성 향상에 탁월한
효과를 나타내는 형식으로 이미 해외에서는 유지관리 부
재하자에 대한 예방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도입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에서는 2000년대 초반부터 도입되기 시작
하여 최근에는 이를 프리캐스트화하여 시공성 및 품질향
상이 가능한 형식이 적용되고 있다. 경신상로교는 PSC거
더 조인트교량 형식을 반일체식 교대 교량공법(SIAB)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설계 변경한 사례이다. 이를 통해 현장
에서는 시공성과 경제성 그리고 전도방지효과를 통한 작
업시 안전성 등과 같은 여러 가지의 개선효과를 동시에
만족하였다. 본 반일체식 교대 교량은 향후 지속적인 관
심과 축척된 자료를 갖는다면 국가 및 엔지니어링 경쟁력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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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경신상로교 경간구성

Fig. 3 경신상로교 횡단면도
Table 1. 경신상로교 제원
교량
상부형식
경간구성
L
폭
원
형
고
가설공법
하부 교대
형식 교각

개요
B.I.B GIRDER
= 2 @ 35 = 70m
B = 13.9 m
H = 2.2 m
크레인 거치
역 T 형
T 형

경신상로교는 지간이 35m로 구성되는데, 기존에는 일
반 PSC Beam교로 계획되어 있었으나, 당 과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공기 단축과 공사비 절감이 가능하고, 작업시
상대적으로 안전한 프리캐스트 반일체식 거더공법을 적용
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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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재 풍력 터빈 타워의 고유진동수 특성 분석
Study on Natural Frequency Characteristics of
Steel Wind Turbine Tower
이 윤 우* · 최 준 호** · 장 민 서*** · 강 성 용**** · 강 영 종*****
Lee, Yun-Woo · Choi, Jun-Ho · Jang, Min-Seo · Kang, Sung-Yong · Kang, Young-Jong
ABSTRACT
Natural frequency characteristic of Wind turbine tower is important for designing of tower due to guarantee of structural
safety of tower. In GL specification, natural frequency of tower should be designed by consideration of blade rotational
frequency. Natural frequency characteristic of tower could be changed by mass ratio of RNA-tower, modeling method of
blade and angle of blade in idling condition. In this research, natural frequency of tower is analysed by ABAQUS and
compared it result according to tower dimension.
Key Words: Wind Turbine Tower, Natural Frequency, RNA, Blade

1. 서 론

2. 해석 대상 모델 선정

풍력 터빈 타워의 경우 타워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서 단면력에 대한 설계 뿐 아니라 타워의 고유진동수에
대한 설계가 매우 중요하다. 블레이드의 회전 주파수와
타워의 고유 진동수가 일치할 경우 타워의 공진 현상으로
인해서 전체 구조가 붕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이유에서 풍력 터빈 타워의 설계 기준(GL, 2010)에서는
타워의 고유진동수를 블레이드의 회전 주파수와 중첩되지
않도록 설계하도록 하고 있다.

풍력 터빈 타워는 발전 용량, 제조사에 따라 형상 및
제원이 다양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경향성을 분
석하기 위해서 2MW급의 터빈타워 모델 30개를 대상으로
RNA-타워 질량비(Fig 1.) 와 블레이드 질량(Fig2.)을 분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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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r  ≥ 



여기서,  : 정상작동범위에서 로터의 최대회전주파수

Fig 1. Weight ratio of RNA/Tower

 : m로터 블레이드의 전이주파수
 : 타워의 n차 고유진동수
육상 풍력 터빈 타워의 고유진동수를 결정하는 요소는
크게 질량, 타워의 강성, 기초의 강성이다. 하지만 터빈
모델에 따라 전체 질량이 동일하더라도 타워-RNA 질량비,
블레이드의 무게가 다양하며, 이에 따라 타워의 고유진동
수도 차이가 발생한다. 본 연구에서는 타워-RNA 질량비,
블레이드 모사 방법에 따른 강재 풍력 터빈 타워의 고유
진동수를 분석하였다.
Fig 2. Blade weight

*고려대학교 건축사회환경공학과 석사과정, E-mail: leeywda@korea.ac.kr
**고려대학교 건축사회환경공학과 연구교수, E-mail: tojunhochoi@gmail.com
***고려대학교 건축사회환경공학과 박사과정, E-mail: nimseo@korea.ac.kr
****고려대학교 건축사회환경공학과 박사과정, E-mail: jokeksy@gmail.com
*****고려대학교 건축사회환경공학과 교수, E-mail: yjkang@korea.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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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을 통해 선정된 해석 모델은 Table 1.과 같으며,
해석을 위한 RNA-타워 질량비는 0.3~1.5로 가정하였으며,
블레이드의 질량은 20 ton으로 고정하였다.
Table 1. Section Properties

Weight (ton)
Dimension (m)

Tower
200
80

RNA
120
10

BLADE
20
45

3. 고유진동수 분석 결과
풍력 터빈 타워의 1차 고유진동수와 2차 고유진동수는
각각 Fig 3.와 Fig 4.와 같다. 1차 고유 진동수의 경우
RNA질량만 고려하였을 경우 RNA-타워 질량비에 따라 최대
23%의 차이가 나타났으며, 블레이드를 집중하중으로 고려
한 경우는 RNA질량만 고려하였을 경우 대비 고유진동수에
서는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블레이드의 형
상을 고려한 경우 블레이드를 집중하중으로 고려하였을
경우 보다 고유진동수가 16% 감소하였다. 2차 고유 진동
수의 경우 RNA-타워 질량비에 따라 최대 20%의 차이가 나
타났으며, 1차 고유진동수와 달리 블레이드의 형상이 고
려되었을 경우 고유진동수는 RNA질량만 고려하였을 경우
와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블레이드를 집중하중으
로 고려한 경우 3% 정도 감소하였다.

Fig 5. Weight ration of RNA/Tower
블레이드 정지 각도에 따라서는 Fig 5.와 같이 1차, 2
차,3차 고유진동수 모두 일정하여 정지 각도에 따른 고유
진동수는 변화가 없었다.

3.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강재 풍력 터빈 타워를 대상으로 타워,
RNA,블레이드 질량에 따른 고유진동수를 분석하였다. 강
재의 경우 타워를 경량화가 가능하여 터빈 모델에 따라
RNA와 블레이드의 질량이 타워의 질량보다 클 수 있기 때
문에 이에 따른 고유진동수 분석이 중요하다. 고유진동수
분석 결과 RNA/타워 질량비에 따라 최대 16%의 고유진동
수 차이가 발생함에 따라 타워 설계 시 RNA 질량이 필수
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1차 고유진동수의 경우 블
레이드의 형상이 고려된 경우와 고려되지 않은 경우 16%
정도의 차이가 발생하므로 타워의 공진에 대한 안전성 확
보를 위해서는 블레이드의 형상을 고려한 고유 진동수 해
석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된다. 하지만, 블레이드의
정지 각도에 따른 고유진동수 변화는 미미하기 때문에 이
에 대한 영향은 설계 시 크게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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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2nd Natural Frequency
페더링 상태에서의 블레이드 정지 각도에 따른 고유진
동수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서 블레이드를 0°에서 60°까
지 회전하였을 경우 고유진동수를 분석하였으며, Fig 5.
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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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력발전타워 운송의 실행 및 관계 규정 조사
Practices and regulations for transportation of wind turbine towers
신 도 형* · 김 성 도**
Shin, Do Hyoung · Kim, Seongdo
ABSTRACT
The research team is developing design and construction technologies for 10Mw steel and 3Mw composite wind towers.
Regulations related to land transport of wind towers significantly affect the constructability and economical efficiency of
wind tower construction projects.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develop guidelines for wind tower construction which
consider the regulations. This study investigates regulations and practices of land transport of wind towers as a basic
study for the construction guidelines of wind towers.

1. 서 론
본 연구단은 10Mw급 강재 및 3Mw급 복합 합성구조 풍
력발전타워의 설계 및 시공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를 진행
하고 있다. 육상 풍력발전타워의 경우 타워의 육상경로
운송이 불가피 하지만 운송규정상 제약으로 인하여 시공
성과 경제성에 주요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
서 이러한 문제를 대비한 풍력타워 시공 가이드라인의 개
발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시공 가이드라인
개발의 기초연구로서 풍력발전타워의 육상 운송에 대한
실행현황과 관계 규정에 대한 조사를 목적으로 한다.

40톤 초과하는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고 있다. 또한 차량
의 폭이 2.5 m, 높이가 4.0(일부 4.2) m, 또는 길이가
16.7 m를 초과하는 차량의 운행에 대해서도 제한하고 있
다.
시행령은 운행제한 대상 차량이 운행허가를 받으려면
제한차량 운행허가 신청서에 구조물 통과 하중 계산서를
첨부하여 관리청에 제출토록 하고 있다. 특히 제한차량
운행허가 신청서에는 도로의 종류 및 노선명, 운행구간
및 그 총 길이, 차량의 제원, 운행기간, 운행목적, 운행
방법이 명시되도록 하고 있다.
2.3 국토부 [차량의 운행제한 규정] 8조 (MOLIT,

2. 운행규정 조사

2013c)

풍력발전타워의 육상운송에 관련된 규정은 [도로법]
59조, [도로법 시행령] 55조, 국토부 [차량운행제한 규
정] 8조, 산림청 [송전시설등의 자재운반방법 결정기준
및 임시진입로설계·시공기준] 2조 등이 해당된다. 이에
본 연구는 이들의 규정을 우선적으로 조사하였다.

국토부의 [차량의 운행제한 규정] 8조는 차량운행제한
에 대한 구체인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도로법] 59조 단
서에 따라 제한차량 운행허가서를 발급할 때에는 제한차
량 운행허가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일부
예외적인 경우에는 구조물 하중계산서의 제출을 생략토록
하고 있다. 이러한 예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운행구간의
교량이 2등교 이상이고, 제한기준을 초과하는 정도가 차
량의 축수 및 최원축간 거리에 따른 허가 기준표의 중량
을 초과하지 않는 등 전제조건을 충족토록 하고 있다.
한편 도로관리자는 도로의 구조 보전과 통행안전을 고
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구조물의 보강, 운행노선, 운행
시간, 운행방법 등 필요한 조건을 부과토록 규정하고 있
다. 또한 운행허가 신청서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차량검사
증, 차량중량표, 구조물 통과하중 계산서가 필요하며 구
조물 통과하중 계산서는 구조물별 계산서와 구조물보강공
사 설계도면을 포함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2.1 [도로법] 59조 (MOLIT, 2013a)
[도로법] 59조는 차량운행의 제한과 허가에 대한 단서
를 제공하고 있다. 관리청은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고 운
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차량
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차량
의 구조나 적재화물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관리청의 허가
를 받아 운행하는 경우는 제한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하
였다.
2.2 [도로법 시행령] 55조 (MOLIT, 2013b)
[도로법 시행령] 55조는 차량운행 제한에 대한 시행규
정을 명시하고 있다. 축하중 10톤 초과하거나 총중량이

및

2.4 산림청 [송전시설등의 자재운반방법 결정기준
임시진입로설계·시공기준] 2조 (Korea Forest

Service, 2010)

* 정회원․ 인하대학교 공과대학 사회인프라공학과 조교수, E-mail: dshin@inha.ac.kr - 발표자
** 인하대학교 공과대학 사회인프라공학과 석사과정, E-mail: frozen0327@inha.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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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의 [송전시설등의 자재운반방법 결정기준 및 임
시진입로설계·시공기준] 2조는 산지지면 및 산림 등의
조건에 따라 헬기, 삭도·모노레일, 진입로 설치 운반방
법을 규정하고 있다.
헬기로 자재를 운반해야 하는 경우는 산지지면 평균경
사가 25도 이상이거나, 생태자연도가 1등급에 해당되거
나, 또는 문화재보호구역 등의 법령으로 진입로나 모노레
일 등의 설치가 제한될 때가 해당된다.
삭도·모노레일을 설치하여 자재를 운반해야 하는 경
우는 산지지면 평균경사가 15도 초과 25도 미만이거나,
헬기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이거나, 관계 법령에서
진입로 설치가 제한될 때가 해당된다.
진입로를 설치하여 자재를 운반할 수 있는 경우는 타
당성이 충족되고 진입로 설치 후 임도로 지속적 활용이
인정되거나, 산지지면 평균경사가 15도 이하이거나, 진입
로의 거리가 100 m 이하이거나, 진입로로 훼손되는 면적
이 660제곱 m 이하이거나, 기존의 운재로·작업로를 보수
하여 사용할 때가 해당된다.
2.5 운행규정 조사 결과
육상운송에 관련된 규정에 따르면 차량의 길이가 16.7
m(굴절차 또는 연결차는 19 m), 총 높이가 4 m(고속국도
나 지정된 구간은 4.2 m), 너비가 2.5 m(고속국도는 3
m), 총 중량이 40톤, 또는 축하중이 10톤 이상이 되는 차
량은 해당 도로관리청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특히 실제
운행허가에서 가장 중요하게 고려되는 사항은 축하중인
데, 축하중이 10톤 이하가 된다면 총중량에 큰 관계없이
허가가 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길이나, 너비, 총 높이도 허가시 검토 사항이긴 하지
만 작업계획서 상의 운행노선이나 운행방법 상 문제가 없
으면 허가에 결정적인 문제는 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
다. 단, 운행공간을 위해서 제거되거나 이동되는 표지판
등은 목적물의 운송 후 원상복구가 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3. 운행실태 조사
위와 같이 각종 운행규정을 조사하였고 이와는 별도로
이러한 규정이 실제는 어떻게 지켜지고 있는지 또는 실행
에 문제는 없는지 풍력타워의 운행실태를 조사하였다. 이
를 위해 10개 이상의 풍력발전 시공 프로젝트에 참여한 Y
사, 3자 물류서비스 전문 S사, 해상 풍력 시공 프로젝트
에 참여하였던 D사의 전문가 1명씩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인터뷰를 통해 조사된 운행실태는 다음과 같
다.
풍력타워의 육상운송 허가에 중요히 작용되는 축하중
이나 실제 운송시 가장 결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총
높이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는 총 높이로 인하여 운
행 중 구조 시설물과 충돌하는 경우에는 운행 자체가 불
가능 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풍력발전타워의 지름으로
인하여 차량에 탑재시 총 높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설계단
계에서부터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풍력타워 세그먼트 한 개의 길이는 10~30
m 정도이며, 중량은 40~80톤 정도가 나온다. 일반적으로
풍력타워 운송에 많이 사용되는 슬라이딩 로우베드 트레
일러의 경우 트레일러의 무게와 트랙터의 무게만으로도
20톤 이상이 나간다. 여기에 풍력타워 세그먼트 1개를 탑
재하면 총 중량은 60~100톤에 달하게 된다. 이러한 총중
량의 운행이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축하중을 10톤 이하로
낮추어야 한다. 하지만 슬라이딩 로우베드 트레일러 (또
는 스페이서 로우베드)는 바퀴 축수가 최대 6개 정도로
하중의 축 분산에 의한 축하중 저하를 기대하기가 어렵
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로우베드 트레일러 대신
축 수가 많은 모듈 트레일러를 고려해 볼 수가 있다. 하
지만 모듈 트레일러는 운송속도가 너무 느리며 이에 따라
운송 후에는 해체하여 트레일러에 실어서 돌아오는 것이
일반적이다. 일반적으로 모듈 트레일러로 일회 운송에 운
반 1박 2일, 조립해체 포함하여 총 5박 6일의 기간이 소
요되며, 비용은 약 2000만원에 달한다.
이에 반하여 로우베드 트레일러는 운송비가 모률 트레
일러의 1/2~1/3 정도여서 실제로는 풍력타워 운송에 대부
분 로우베드 트레인러 (또는 스페이서 로우베드)를 사용
하고 있는 실정이다. 즉, 풍력타워 운송에는 비용상의 문
제로 운행허가 내용과는 다르게 초과해서 운송하는 경우
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러한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가능한 해상운송 부분을 최대화해서 육송운송 거
리는 가급적 줄이는 전략을 구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풍력타워 운송을 규정에 맞추어 하기 위해서는
비용상 단점에도 불구하고 모듈 트레일러를 사용할 수 밖
에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모듈 트레일러를 사용하
더라도 풍력타워의 지름에 의한 총 높이는 여전히 중요히
고려되어야 할 요소인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산지지면에 운송하는 경우 풍력타워를 운송할 정
도의 중량이면 진입로의 경사는 최대 8도 정도가 한계인
것으로 나타났다. 진입로의 경사가 8도 정도이더라도 전
면에 트랙터 두 대를 와이어로 연결하여 트레일러를 끌고
후면에는 페이로더로 밀어주는 등 경사면 운송은 상당한
위험이 따르는 작업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사항도 설계
단계에서 미리 고려되어야할 요소일 것으로 보인다.

4. 결론
각종 운행규정과 운행실태를 조사한 결과 풍력타워 운
송의 허가에는 우선 축하중이 10톤 이하인 것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운송시에는 비용상 문제로 이러한
규정이 지켜지지 못하는 등 실행의 어려움도 상당한 것으
로 조사되었다. 하지만 현재로써는 규정을 충족시키기 위
해서는 비용상의 단점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모듈 트레일
러가 사용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하중과는 별개로 실제 운송시에 가장 결정적으로 작용
하는 요소는 총 높이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모듈 트
레일러를 사용하더라도 여전히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하
는 문제이기도 하다. 또한 산지지면의 경우 풍력타워 운
송을 위한 진입로의 경사도는 최대 8도가 한계인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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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다. 총 높이와 진입로 경사도의 제한은 추후 시공
성의 확보를 위해서 설계단계에서부터 미리 충분히 고려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추후 풍력타워 시공 가이드라인의 개발에 본 연구가
중요한 기초가 될 것으로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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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Overview of the Capabilities of NREL’s FAST in Modeling and
Simulating Wind Turbines in Varying Depths of Water
Jerome Carlo San Juan* · Jong Sup Park** · Sung Young Kang*** · Young Jong Kang****
ABSTRACT
Wind turbines are designed and analyzed using simulation tools capable of predicting the coupled dynamic loads and
responses of the system. In this paper, an overview of the capabilities of a Computer-Aided Engineering (CAE) tool
called FAST or Fatigue, Aerodynamic, Structures, and Turbulence in modeling wind turbines in different depths of water
will be presented. Different offshore wind turbine support systems structures will be discussed. These support systems are
classified into three categories according to the water depth, namely, shallow water, translational water and deep water
depths. This paper will be focusing on the support structures used in translational and deep water depths only. This will
also be focusing on incorporating hydrodynamic loading for multimember structures using FAST through its hydrodynamic
loading module, Hydrodyn. Also, a quantitative comparison of th*e responses of different floating platforms will be
tackled.

1. Introduction
The Fatigue, Aerodynamic, Structures and Turbulence
(FAST)

code,

developed

by

the

National

Renewable

Energy
Laboratory
(NREL)
[3],
is
an
aero-hydro-servo-elastic tool widely used for analyzing
onshore and offshore wind turbines. FAST capabilities

floating wind turbines, including important characteristics
and physical phenomena, and is capable of analyzing the
complexity of proposed offshore floating wind turbine
systems and the variety of their configurations.[3]

provide full dynamic system simulation for a range of
offshore wind systems. It models the coupled
aerodynamic, hydrodynamic, control system, and structural
response of offshore wind systems. Fast also provides
dynamic models of wind turbines located on shallow and
translational depths, and floating platforms in deep water.
Supporting structure of the wind turbine is classified
according to water depths as shown in figure 1.
In recent years, a number of Computer-Aided
Engineering (CAE) tools have been expanded to include
dynamic analysis of bottom-mounted offshore support
structures. However, none of the tools accounted for
mooring-system dynamics and hydrodynamic effects that
occur under conditions such as wave radiation and wave
diffraction. For floating wind turbines, the CAE tools
must simultaneously model the effect of wave, sea
currents, and platform and mooring response. NREL’s
simulation tools models the dynamic response of offshore

Fig. 1 Wind Turbine Support Structures Categories
2. Translational Water Depth
In translational water depth, where the depth of the water
is between 30 and 60 meters, offshore wind turbine support
structures that were created and adapted from the oil and gas
industry will be used, including jacket and multiple struc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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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t are extended to the sea floor. This study will be
discussing the hydrostatic and hydrodynamic loading on the
structures using FAST’s HydroDyn Module. For this
hydro-loading problem, the main component of analyzing
offshore multi-member support structures in HydroDyn consist
of correctly modeling the hydrostatic and hydrodynamic
loading subjected to the structures by the water, including
waves and currents.
Wave loads on three support structures including a
monopole, tripod, and jacket are modeled using HydroDyn.
The monopole and Tripod models were created according to
those outlined in the International Energy Agency (IEA)
Wind Task 23 Subtask 2 Offshore Code Comparison
Collaboration (OC3) project, and the jacket model is created
according to the Task 30 OC3 Continuation (OC4) project
[5]. Load cases including still-water and linear regular waves
are used to analyze the tripod and jacket models. The results
are verified by comparing from CFD-based solutions using a
commercial software tool STAR-CCM+. [2]

4. Conclusion
This study summarizes different wind turbines with
different supporting structures located in different depths of
water modeled using the CAE tool by NREL, the design
code FAST. On translational water depth, a monopole, tripod
and a jacket were modeled using FAST’s HydroDyn and the
results were compared to the simulation results produced by
CFD-tool, Star-CCM+. The results showed good agreement
between the two tools, especially on the monopole structure.
On wind turbines located on deep water level, the dynamic
responses of the responses of the three floating wind turbine
concepts were characterized. Also the comparisons between
the concepts were quantified. The results showed no
differences in the ultimate and fatigue loads between the TLP
and spar buoy systems. However, the barge system showed
greater loads compared to all floating platform concep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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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Substructure Types: (a) Monopile, Structure,
(b) Tripod Structure, (c) Jacket Structure
3. Deep Water Depth
When the water is beyond 60 meters, rigid structures fixed
to the sea floor are no longer economical. In this case,
floating platforms may be required. In this study, a
comprehensive dynamic-response analysis of three offshore
floating wind turbine concepts is also presented. The models
are composed of three 5MW turbines located offshore on a
Tension Leg Platform (TLP)[2], a spar buoy[1], and a barge.
Loads and stability analysis were performed according to the
procedures of international design standards for each model
using the design code FAST with AeroDyn and HydroDyn.
The concepts are compared based on the calculated ultimate
loads, fatigue loads, and instabilities. The results of the
analysis will help recognize the major differences between the
floating-system concepts.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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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력발전타워 풍력계수 산정을 위한 풍동실험과 CFD 해석 비교
Comparison of wind tunnel test and CFD simulation for calculating wind
force coefficients
정 진 욱* · 방 부 형** · 김 영 민*** · 백 기 현****
Joung, Jin-Wook · Bang, Boo-Hyung · Kim, Young-Min · Baek, Ki-Hyun
ABSTRACT
In this study, a circular tower, a modular tower and a multi-column tower were subjected to wind tunnel test and CFD
(Computational Fluid Dynamic) simulation. A modular tower with an octagonal cross-section is designed for easy
transportation during construction. A multi-column tower with four secondary columns, which have smaller cross-sectional
area relative to the main column, is designed for mitigating wind load. Their mean wind force coefficients were obtained
through wind tunnel test and CFD simulation, which were carried out by Daewoo Institute of Construction Technology.
Their results are compared to each other to verify the reliability of calculated mean wind force coefficient. Difference
between mean wind force coefficient values obtained from wind tunnel test and CFD simulation is shown to be within
10% for a circular tower and a multi-column tower, and slightly above 10% for a modular t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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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A circular tower, a modular tower, a
multi-column tower

2. 풍동실험 및 CFD 해석
2.1 풍동실험
풍력타워 축소모델은 1/300 스케일 모델로 풍동실험조
건은 풍속 10m/s, 등류로 진행하였다. 그림 1은 풍동실험
및 CFD 해석에 적용된 풍력타워 구조물의 형상이다. 그림
2는 축소모델 실험 셋업 사진이다. 그림 3은 축소모델의
초기위치(0도)를 나타낸다. 실험은 축소모델이 설치된 턴
테이블을 10도 간격으로 반시계방향으로 회전시키며 0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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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조립식 강관 타워 및 멀티기둥 강관 타
워 (RIST, 2013)에 대한 풍동실험 및 CFD (Computational
Fluid Dynamics) 해석을 수행하여 구조물 풍하중 산정시
필요한 풍력계수를 각 구조물에 대하여 구하였으며, 실험
과 해석을 통해 계산된 각 구조물의 풍력계수값은 상호
비교검토를 통해 계산된 값의 신뢰성을 확인하였다. 풍력
계수는 구조물의 단면형상에 따라 그 값이 서로 다르므
로, 풍력발전타워를 설계하는 데 있어서 타워의 단면형상
은 구조물에 작용하는 풍하중을 결정하는 중요 인자라 할
수 있다. 타워 운송 편의성 향상을 위해 설계된 조립식
강관 타워는 팔각형의 단면형상을 가지며, 풍하중 저감
목적을 위한 멀티기둥 강관 타워는 일반 원형 강관 타워
의 일정 높이 이상에서부터 4개의 작은 기둥으로 분리되
는 형상을 가지고 있다. 풍동실험과 CFD해석은 대우건설
기술연구원에서 수행되었다.

에서 350도까지 각 각도별로 풍방향 하중을 계측하였다.
계측된 풍방향 하중으로부터 식 (1)을 이용하여 풍력계수
를 산정하였다.

120000

1. 서 론

Fig. 2 Model setup

7750

(a) a multi-column tower

(b) a modular tower

Fig. 3 Initial position of models at 0 degree

  
   

(1)

Fig. 4 Computational domain and mesh used for CFD
simulation

여기서,
표 2는 풍동실험 및 CFD 해석을 통해 산정한 풍력계수
및 하중을 보여주고 있다. 원형 타워 및 멀티기둥 타워에
대한 CFD 해석과 풍동실험 결과, 풍력계수값의 차이가
10% 이내로 나타났다. 조립식 타워의 경우는 풍력계수값
의 차이가 13%로 나타났다. 이는 실험오차 및 해석오차를
고려하였을 때 타당한 수준으로 사료된다.


 : 평균하중

     

 :공기밀도,  :평균풍속,  :대표폭,  :대표높이
표 1은 일반 원형 강관 타워, 멀티기둥 강관 타워, 그
리고 조립식 강관 타워의 풍력계수값을 나타낸다. 풍향각
0도에서 팔각형의 단면형상을 가지는 조립식 강관 타워의
풍력계수값은 0.90로 원형 단면형상을 가지는 원형 타워
와 멀티기둥 타워의 풍력계수값 0.80보다 큰 값을 가짐을
알 수 있다. 멀티기둥 타워의 경우, 풍향각 40도에서의
풍력계수값이 0.74로 풍향각 0도에서의 풍력계수값 0.80
보다 작은 값을 가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멀티기
둥 타워의 형상이 원형 타워 및 조립식 타워 형상 보다
풍하중 저감 측면에서 효율적인 형상임을 알 수 있다.

Table. 2 Mean wind force coefficients and forces from
wind tunnel test and CFD simulation

풍동
실험
CFD
해석

풍력
계수
하중 (N)
풍력
계수
하중 (N)

원형
타워

멀티기둥
타워

조립식
타워

0.80

0.80

0.90

0.45

0.45

0.51

0.73

0.72

0.78

0.42

0.41

0.44

Table. 1 Mean wind force coefficients

풍력
계수

원형
타워

멀티기둥 타워

0도

0도

40도

0도

0.80

0.80

0.74

0.90

3. 결론

조립식
타워

2.2 CFD 해석
1/300 축소모델에 대한 CFD 해석을 위해 ANSYS CFX의
유한체적법(Finite
Volume
Method)을
이용하여
Navier-Stokes 방정식을 이산화하였으며, Shear Stress
Transport 난류모델을 이용하였다.
그림 4는 본 연구에서 CFD 계산영역과 격자를 보여주
고 있다. 속도는 x방향으로만 주어졌으며, 기본적으로 육
면체 형태의 격자를 선택하고 경계조건에 따른 결과의 영
향력을 최소화하기 위해 구조물 주위로 충분히 큰 영역
(가로 360m X 세로 120m X 높이 240m)을 계산하였다. 각
형태별 격자수는 원형강관과 팔각 모듈러가 약 120만개,
멀티기둥 형태에서는 중간 4개 기둥의 영향으로 격자를
더 조밀하게 생성해야 했으므로 285만개를 이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원형 강관 타워, 조립식 강관 타워, 그
리고 멀티기둥 강관 타워에 대한 풍동실험 및 CFD 해석을
수행하여 구조물 풍하중 산정시 필요한 풍력계수를 각 구
조물에 대하여 구하였다. 풍동실험과 CFD 해석을 통해 계
산된 각 구조물의 풍력계수값은 상호 비교검토를 통해 계
산된 값의 신뢰성을 확인하였다. 그 결과, 풍동실험과
CFD 해석을 통해 계산된 풍력계수값의 차이는 10% 내외로
확인되었으며, 추후 실스케일 구조물에 대한 CFD 해석을
수행하여 풍력계수값을 산정하는데 있어서 타당한 오차범
위로 사료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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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H RC 풍력타워 설계 (I): 터빈용량별 기본단면 설계
Design of ICH RC Wind Power Tower (I): Basic Section Design by
Turbine Size
유 상 량1) · 한 택 희2) · 이 진 학3) · 원 덕 희4) · 윤 길 림5)
Yoo, Sang-Ryang · Han, Taek-Hee · Yi, Jin-Hak · Won, Deok-Hee · Yoon, Gil-Lim
ABSTRACT
Internally confined hollow reinforced concrete (ICH RC) wind power towers were designed for various turbines sizes.
Their cross sections were designed to have equal diameters to those of general steel wind power towers corresponding
3.6MW and 5.0MW turbines. And also, the sections with the average diameter of 3.6MW and 5.0MW turbines were
designed. For the determined diameters, several cross sections were designed for various hollow ratios. The designed
sections were set to have almost equal longitudinal reinforcement ratios. The performance analyses for the designed cross
sections were carried out and the analysis results showed that the ICH RC wind power tower had enough strength for
the required design loads.
Key Words: Column, Design, Tower, Wind Power, Composite

1. 서 론
발전용량 증대로 인해 풍력발전이 대형화됨에 따라 강
재로 제작된 타워 구조물의 경우 세장비 증가로 인한 좌
굴 파괴 위험성이 증가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경
제적이고 안전한 신형식 고강도 지지구조의 개발이 필요
하다. 이에 Han et al.(2013)은 내부 구속 중공
RC(Internally Confined Hollow RC ; ICH RC) 단면을 이용
하여 풍력타워에 대한 적용성 연구를 수행하였다. 또한,
Han et al.(2010)에 의해 중공 RC 기둥과 강관 삽입 중공
RC 기둥에 대한 내부 구속효과 연구를 통해 강관이 삽입
된 경우의 강도 증대와 연성의 증가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Han et al.(2008)에 의해 제안된 내부
구속 중공 RC 기둥을 사용하여 풍력타워의 단면 설계를
하였으며, 비선형 해석프로그램인 CoWiTA(2013)를 이용하
여 성능 평가를 수행하였다.

강재 타워의 규격과 제원(Ljjj & Gravesen, 2008)이며,
Table 2는 익요소 모멘텀 이론(Blade Element Momentum
Theory, BEMT)에 의해 거스트 응답계수를 고려하여 수평
력(  )과 모멘트(  )를 계산한 것이다.

2. ICH RC 풍력 타워 단면 설계
본 연구에서는 Kriegers Flak Offshore Wind Farm에 건
설된 강재 해상풍력 타워와 동일한 직경을 가지는 ICH RC
풍력 타워의 단면을 설계하였으며, ICH RC 기둥의 중공비
를 0.7~0.9까지 변화시켰다. 설계에 사용된 철근비는 콘
크리트 구조 설계기준(2012)에서 제시하는 규정을 따라
설계하였으며, 규정하고 있는 최소값에 근접하도록 설계
하였다.
2.1 설계 하중

Table 1. Reference Turbines (Ljjj & Gravesen, 2008)
Turbine size
Output power
Rotor diameter
Foundation–tower interface
level acc. MSL*
Hub height above foundation
interface
Nacelle mass incl. Rotor
Tower top diameter
/wall thickness
Tower bottom diameter
/wall thickness
Tower mass
*MSL: Mean Sea Level

3.5m

3.5m

72.5m

82.5m

Table 2. Deign force by BEMT
Turbine size     
3.6 MW
5.0 MW
7.0 MW
10.0 MW

85
110
127
152

Extreme loads
    
0.53
44.2
0.89
96.17
1.12
149.8
1.59
2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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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회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연안개발·에너지연구부 책임연구원, E-mail: taekheehan@kiost.ac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연안개발·에너지연구부 책임연구원, E-mail: yijh@kiost.ac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연안개발·에너지연구부 연구원, E-mail: thekeyone@kiost.ac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준설매립·이송기술연구단 책임연구원, E-mail: glyoon@kiost.ac

- 96 -

5 MW
5.0MW
126m

220tons 410 tons
3.5m/15m 4.5m/20m
m
m
4.5m/30m 6.0m/35m
m
m
220tons
300tons

Table 1은 Kriegers Flak Offshore Wind Farm에 설치된
1)
2)
3)
4)
5)

3.6 MW
3.6MW
106m

2.2 기본 단면 설계

Table 5. Designed cross section (3.6MW diameter)

설계에 사용된 물성치는 Table 3과 같으며, Table 4는
기존의 강재타워와 동일한 직경(  )을 가지는 ICH RC 타워
설계 단면을 나타낸 것으로, 콘크리트 구조 설계기준에
의해 콘크리트 피복두께 80mm를 제외한 직경( ′ )과 내경
(  )을 나타낸 것이다.

0.9
0.85
0.8
0.75
0.7

Table 3. Material Properties

Density
2400 
Young’s
210GPa
27,667MPa
Modulus
Poisson’s Ratio
0.3
0.16
 
       ( 도로교 설계 기준
*   
2010)

3.6MW

(3.6MW+5.0MW)/2

5.0MW

4,500
4,500
4,500
4,500
4,500
5,200
5,200
5,200
5,200
5,200
6,000
6,000
6,000
6,000
6,000

0.90
0.85
0.80
0.75
0.70
0.90
0.85
0.80
0.75
0.70
0.90
0.85
0.80
0.75
0.70

35
38
41
51
51

1.02
1.04
1.02
1.02
1.02

42
48
50
38
44

4.40
4.61
4.70
5.19
5.19

4.17
4.26
4.17
4.17
4.17

36
32
28
20
20

2.01
2.27
2.59
3.63
3.63

Table 6. Designed cross section (Average of 3.6MW
and 5.0MW diameter)








min

 
  
 
  
     
0.9
0.85
0.8
0.75
0.7

Table 4. Cross-sectional design by hollow ratio





Concrete*

Steel
7860 

  







min

 
  
 
  
     

38
41
51
51
51

1.02
1.04
1.04
1.06
1.02

46
54
44
52
58

4.18
4.33
5.02
5.02
4.18

4.17
4.26
4.26
4.34
4.17

36
32
24
24
20

2.15
2.42
3.23
3.23
3.88

′     
4,340
4,340
4,340
4,340
4,340
5,040
5,040
5,040
5,040
5,040
5,840
5,840
5,840
5,840
5,840

3,906
3,689
3,472
3,255
3,038
4,536
4,284
4,032
3,780
3,528
5,256
4,964
4,672
4,380
4,088

Table 7. Designed cross section (5.0MW diameter)

0.9
0.85
0.8
0.75
0.7

41
51
51
51
51

1.04
1.04
1.02
1.02
1.02



52
46
56
66
76

4.38
4.75
4.75
4.75
4.75

4.26
4.26
4.17
7.17
4.17

40
28
28
28
28

2.06
2.95
2.95
2.95
2.95

Table 8. Inner tube thickness by hollow ratio
Turbine size

Table 4에서 설계한 기본 단면에 대해 콘크리트 구조
설계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0.01<ρ<0.08)에 적합
한 종방향 철근비(ρ)를 가정하여 계산하였으며, 이 때
사용한 콘크리트의 설계기준 강도( )는 27.5MPa, 철근의

3.6 MW

항복강도( )는 305.8MPa이다. 종방향 철근과 횡방향 철
근은 동일한 직경()을 가지며, 횡방향 철근비( )를 계
산하여 콘크리트 구조 설계기준의 나선철근 규정을 적용
하여 나선철근비의 최소값(min ) 보다 큰 철근비를 가지

(3.6+5.0)/2 MW

도록 횡방향 철근 간격()과 철근 개수(  )를 계산
하였다. Table 5~7은 Turbine size에 따른 ICH RC 타워의
철근비, 철근 개수, 종방향 철근 배근 간격을 나타낸 표
이다.
Table 5~7을 바탕으로 설계 단면의 내부강관 두께를
CoWiTA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내부강관의 항
복에 대한 최소 두께( )와 좌굴에 대한 두께()를 만
족하는 최소값을 설계 두께()로 하였다.







min

 
  
 
  
     

5.0 MW


0.9
0.85
0.8
0.75
0.7
0.9
0.85
0.8
0.75
0.7
0.9
0.85
0.8
0.75
0.7


 
0.41
0.39
0.38
0.34
0.32
0.47
0.46
0.43
0.41
0.37
0.56
0.53
0.49
0.46
0.43


 
2.45
2.34
2.18
2.04
1.91
2.85
2.72
2.56
2.42
2.22
3.33
3.15
2.93
2.75
2.57


 
3
3
3
3
2
3
3
3
3
3
4
4
3
3
3

2.3 풍력 타워 성능
2.2절에서 설계한 단면에 대해 CoWiTA 프로그램을 사용
하여 ICH RC 타워의 성능 평가를 수행하였다. 다음 그림
Fig 1과 2는 설계 단면에 대한 P-M Interaction Curve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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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ment-Lateral Displacement Curve를 나타낸 것으로 보이
는 바와 같이 ICH RC 풍력타워는 동일 직경의 강재타워에
비해 더 큰 하중에 저항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 1. P-M Interaction Curve of ICH RC Wind Power
T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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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 론
본 연구에서는 ICH RC 풍력타워 단면을 중공비의 변화
에 따라 설계하여 성능 평가를 수행하였다. 평가 결과,
동일 직경을 가지는 강재타워에 비해 더 큰 하중에 대해
저항할 수 있음을 확인 하였다. 3.6MW인 경우 중공비가
0.9인 경우를 제외하고 5.0MW의 터빈 지지가 가능하였으
며, 5.0MW인 경우 중공비 0.9인 경우 7.0MW 터빈지지, 그
외의 중공비를 가지는 경우 10MW 터빈의 하중에 대해서
지지가 가능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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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H RC 풍력타워 설계 (Ⅱ) : 높이별 단면 설계
Design of ICH RC Wind Power Tower (II): Cross Section Design along
Tower Height
유 상 량1) · 한 택 희2) · 이 진 학3) · 원 덕 희4) · 윤 길 림5)
Yoo, Sang-Ryang · Han, Taek-Hee · Yi, Jin-Hak · Won, Deok-Hee · Yoon, Gil-Lim
ABSTRACT
In the case of the current ICH RC wind power tower, the design method is getting quite complicated especially if it gets
higher. So we, based on the previous basic cross section designs of ICH RC wind power tower, have mapped out the
tower structures considering the correlation between their heights and diameters in this research. The cross section
dimensions along the tower height were designed according to recommendations of ‘Design Criteria for Concrete design
(2012).’ The cross sectional diameter of the wind tower decreases as its location is higher, and this decreasing diameter
accorded with the decreasing bending moment. All designed cross sections and tower modules were evaluated of their
bending moment capacities and compared with the design moment. The analysis results and comparisons showed that all
designed modules satisfied their required capacities.
Key Words: Column, Design, Tower, Wind Power, Composite

1. 서 론

Table 2. Cross-sectional design by hollow ratio

앞의 논문(partⅠ)에서 설계한 ICH RC 타워의 기본단면
설계는 ICH RC 타워의 Bottom부분의 직경에 따른 단면 설
계로 타워의 Top부분으로 갈수록 과도한 설계를 유발한
다. 이에 타워의 높이를 4등분하여 높이에 따른 단면 직
경을 고려한 설계를 수행하여, 합리적이며 시공성이 좋은
ICH RC 타워를 설계하였다.

3.6MW

2. ICH RC 풍력 타워 높이별 단면 설계
(3.6MW+5.0MW)/2

2.1 풍력 타워의 높이별 단면 설계
본 절에서는 ICH RC 풍력타워의 높이에 따른 종방향 단
면에 대해 설계하였다. Table 1은 설계에 사용된 물성치
를 나타낸 것이며, ICH RC 풍력타워의 기본단면은 Table
2와 같다.
Table 1. Material Properties

Mass density
Young’s
Modulus
Poisson’s Ratio

Steel

Concrete

7860 

2400 

210GPa

27,667MPa

0.3

0.16



5.0MW

  



4,500
4,500
4,500
4,500
4,500
5,200
5,200
5,200
5,200
5,200
6,000
6,000
6,000
6,000
6,000

0.90
0.85
0.80
0.75
0.70
0.90
0.85
0.80
0.75
0.70
0.90
0.85
0.80
0.75
0.70

′     
4,340
4,340
4,340
4,340
4,340
5,040
5,040
5,040
5,040
5,040
5,840
5,840
5,840
5,840
5,840

3,906
3,689
3,472
3,255
3,038
4,536
4,284
4,032
3,780
3,528
5,256
4,964
4,672
4,380
4,088

Table 3~Table 5는 설계한 기본 단면의 중공비 0.9인
경우에 대해 콘크리트 구조 설계기준(2012)을 적용하여
철근 개수(  )를 산정한 것으로, 철근의 직경(), 타워
의 외경(  ), 타워의 내경(  ), 4등분하여 나눈 타워의
길이(  )를 나타내었다. 이 때 사용한 콘크리트의 설계기
준 강도( )는 27.5MPa, 철근의 항복강도( )는 305.8MPa
이다.
다음 Fig 1은 5.0MW인 경우 중공비 0.9일 때의 ICH RC

1)
2)
3)
4)
5)

정회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연안개발·에너지연구부 연구원, E-mail: sangs@kiost.ac - 발표자
정회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연안개발·에너지연구부 책임연구원, E-mail: taekheehan@kiost.ac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연안개발·에너지연구부 책임연구원, E-mail: yijh@kiost.ac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연안개발·에너지연구부 연구원, E-mail: thekeyone@kiost.ac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준설매립·이송기술연구단 책임연구원, E-mail: glyoon@kiost.ac

- 99 -

풍력타워를 높이에 따라 분류한 것으로 동일한 종방향 철
근비를 가지는 경우에 대해 Module 1에서 Module 4로 올라
갈수록 철근의 개수를 Fig 2에서 Fig 3처럼 대칭적으로
감소시켰다.
Table 3. Cross-sectional design for 3.6MW

 
35
35
35
35
35


 
4,500
4,250
4,000
3,750
3,500

′
 
4,340
4,090
3,840
3,590
3,340


 
3,906
3,681
3,456
3,231
3,006


 
0
18.125
36.25
54.375
72.5


42
38
34
32
28
Fig 2. S3 cross-sectional design for 5.0MW
(hollow ratio=0.9)

Table 4. Cross-sectional design with different diameter
cases, 3.6MW and 5.0MW

 
38
38
38
38
38


 
5,200
4,890
4,581
4,271
3,962

′
 
5,040
4,730
4,421
4,111
3,802


 
4,536
4,257
3,979
3,700
3,422


 
0
19.375
38.75
58.125
77.5


46
42
38
34
30

Table 5. Cross-sectional design for 5.0MW

 
41
41
41
41
41


 
6,000
5,625
5,250
4,875
4,500

′
 
5,840
5,465
5,090
4,715
4,340


 
5,256
4,919
4,581
4,244
3,906


 
0
20.625
41.25
61.875
82.5


52
48
42
36
32

Fig 3. S4 cross-sectional design for 5.0MW
(hollow ratio=0.9)

2.2 풍력 타워 성능 평가
2.1절에서 설계한 단면에 대해 CoWiTA 프로그램(2013)
을 사용하여 ICH RC 타워의 성능 평가를 수행하였다. 터
빈 사이즈에 따른 중공비 0.9인 경우에 대해 평가하였다.
Table 6은 터빈 사이즈에 따른 타워의 Module 별 요구
Moment(MN-m)와 해석 결과를 나타낸 것으로, 터빈의 요구
Moment는 Kriegers Flak Offshore Wind Farm에 설치된
3.6MW와 5.0MW 용량의 터빈 하중을 나타낸 것이다. 다음
그림 Fig 4 ~ Fig 6은 설계 단면에 대한 Moment-Curvature
Curve를 나타낸 것으로 보이는 바와 같이 높이별 단면 설
계한 ICH RC 풍력타워는 3.6MW와 5.0MW 터빈에 대해 안전
함을 확인할 수 있다.

Fig 1. Cross section design of ICH RC wind power
tower along height (5.0M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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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Demand moment
depending on turbine size
3.6 MW
Capacity demand
Module1 93.86 89.90
Module2 80.40 67.43
Module3 68.24 44.95
Module4 56.68 22.48

and

capacity

(3.6+5.0)/2 MW
Capacity demand
138.99
121.45
106.21
91.43
-

moment

5.0 MW
Capacity demand
214.03 150.00
180.55 112.50
149.42 75.00
121.81 37.50

3. 결 론
본 연구에서는 ICH RC 풍력타워의 기본단면을 높이에
따라 설계하여 성능평가를 수행하였다. 터빈 사이즈에 따
른 높이별 성능평가 결과, 3.6MW와 5.0MW의 평균 외경인
경우에 대해서 타워의 최상단 부분인 Module4 부분이
3.6MW의 터빈에 대해 지지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으며,
3.6MW와 5.0MW ICH RC 풍력타워에 대해서도 충분한 성능을
발휘함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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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H RC 풍력타워 공진 안전성 검토
Safety Analysis of ICH RC Wind Power Tower by Resonance
유 상 량1) · 한 택 희2) · 원 덕 희3) · 이 진 학4) · 윤 길 림5)
Yoo, Sang-Ryang · Han, Taek-Hee · Won, Deok-Hee · Yi, Jin-Hak · Yoon, Gil-Lim
ABSTRACT
As an offshore wind power turbine is bigger, a new-type supporting structure is required reduce any probability of risk
such as its buckling failure. In this study, we analyzed free oscillation of ICH RC wind power tower based on the
design sections in the previous study. Also, we checked the safety by resonance between designed ICH RC wind power
towers and various commercial wind power turbines. The eigenvalue analysis results showed that the designed ICH RC
wind power towers were free from the resonance by turbines.
Key Words: Resonance, Frequency, Eigenvalue, Wind power, Tower

1. 서 론
최근 화석 에너지 고갈과 원자력에너지에 대한 불안감
등으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풍력
발전에 대한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현재 국
내에서는 2~3MW 규모의 풍력발전 시스템 실증 및 5MW 규
모의 풍력발전시스템 개발 등을 추진 중에 있다.
GWEC(Global Wind Energy Council) 자료에 따르면, 2012년
까지 전 세계에 설치된 풍력발전기의 누적용량은 282GW이
며, 연간 설치용량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이는 해상 풍력발전의 성장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
다(Sawyer, 2013).
풍력타워의 설치용량의 증가로 인해 발전 용량 및 터
빈, 블레이드, 지지구조물의 대형화로 인해 지지구조물의
좌굴 파괴 위험성도 증가하고 있어 신형식 지지구조의 개
발이 필요하다. 이에, Han et al.(2013)은 신형식 지지구
조인 내부 구속 중공 RC(Internally Confined Hollow RC ;
ICH RC) 기둥을 사용하여 풍력타워의 단면설계를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내부 구속 중공 RC 풍력타워 높이별 단
면 설계 내용을 바탕으로 ICH RC 풍력타워의 자유진동 해
석을 수행하였으며, 자유진동 해석 결과를 터빈의 진동수
와 비교하여 터빈과의 공진 영향을 분석하였다.

(3.6+5.0)/2=315, 5.0MW=410)을 고려하였다. 지반조건은
완전히 고정되었다고 가정하고 자유진동 해석을 수행하였
다. Table 2는 ICH RC 타워의 단면 설계를 나타낸 것으로,
해석 결과는 Table 3과 같다.
Table 1. Material Properties
구 분
Steel
Mass density
7860 
Young’s Modulus
210GPa
Poisson’s Ratio
0.3
 




*     



2400 
27,667MPa
0.16

Table 2. Cross-sectional design by hollow ratio

2. ICH RC 풍력 타워 공진 검토
ICH RC 풍력타워 높이별 단면 설계 내용을 바탕으로 설
계 단면에 대해 터빈과의 공진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자유진동 해석을 수행하였다. 해석 프로그램은 범용구조
해석 프로그램인 LUSAS 14.7을 사용하였으며, 해석에 사
용된 제원은 Table 1과 같다. 해석시 사용된 요소는
Solid Elements(HX8M)을 사용하였으며, ICH RC타워의 상단
에 블록을 위치시켜 나셀과 로터의 자중(3.6MW=220,
1)
2)
3)
4)
5)

*

Concrete

3.6MW

(3.6MW+5.0MW)/2

5.0MW

  



4,500
4,500
4,500
4,500
4,500
5,200
5,200
5,200
5,200
5,200
6,000
6,000
6,000
6,000
6,000

0.90
0.85
0.80
0.75
0.70
0.90
0.85
0.80
0.75
0.70
0.90
0.85
0.80
0.75
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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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40
4,340
4,340
4,340
4,340
5,040
5,040
5,040
5,040
5,040
5,840
5,840
5,840
5,840
5,840

3,906
3,689
3,472
3,255
3,038
4,536
4,284
4,032
3,780
3,528
5,256
4,964
4,672
4,380
4,088

3. 터빈과의 공진 검토

Table 3. Frequencies of ICH RC towers by hollow
ratio(Hz)
t

H/R
3.6 MW
(3.6+5.0)/2
MW
5.0 MW

0.9

0.85

0.8

0.75

0.7

0.3518 0.3747 0.3889 0.3974 0.4003
0.371

0.3993 0.4157 0.4255 0.4285

0.3674 0.3970 0.4133 0.4219 0.4263

본 절에서는 2절에서 해석한 ICH RC 타워의 자유진동
해석결과와 각 터빈의 모델별 자유진동수를 비교하였다.
Table 4는 터빈의 모델별 자유진동수를 나타낸 것이며,
Fig 2 ~ Fig 4는 ICH RC타워와 터빈의 자유진동을 비교한
것으로, ICH RC 타워의 고유진동이 1P와 3P 사이에 위치
하여, 공진이 발생하지 않아 안전함을 확인 할 수 있다.

0.50

0.9

3.6 MW
(3.6+5.0)/2 MW
5.0 MW

0.48
0.46

0.9
0.85
0.8

0.8

3P

0.75
0.7

0.7

Frequency (Hz)

Frequency(Hz)

0.44
0.42
0.40
0.38
0.36

0.6
0.5
0.4
0.3

0.34

0.2

0.32

0.1

0.30
0.70

0.75

0.80

0.85

1P

0.0

0.90

0

5

10

Hollow Ratio

Fig 1. Frequency Analysis
Table 4. Turbine Frequencies


  

12.1 rpm (rated)
12.1 rpm (rated)
5.9 - 14.8 rpm ±10%
7.1 - 13.8 rpm
6 - 18.5 rpm(variable)
8.6 - 18.4 rpm
14.2 rpm
4 - 14.5 rpm(variable)
4.4 - 17.7 rpm
variable, 6 - 14.5rpm
9.4 - 16.5 rpm
10.4 - 18.1 rpm

0.2017
0.2017
0.1725
0.1742
0.2042
0.2250
0.2367
0.1542
0.1808
0.1708
0.2158
0.2375

9.4 - 17.1 rpm

0.2208

10.4 - 18.1 rpm

0.2375

14.1 rpm
6.5 - 14.5 rpm
9.6 - 16.8 rpm
14.1 rpm(rated power)
9.6 - 14.9 rpm
6 - 18 rpm (variable)
6 - 16 rpm
14.8 rpm
15.9 rpm
8.5 - 17.7 rpm
8.5 - 17.1 rpm
9.0 - 19.0 rpm

0.2350
0.1750
0.2200
0.2350
0.2042
0.2000
0.1833
0.2467
0.2650
0.2183
0.2133
0.2333

0.9

0.9
0.85
0.8

0.8

25

30

3P

0.75
0.7

0.7

Frequency (Hz)

REpower 6M
REpower 5M
Multibrid M5000
REpower 3.4M104
E-82 E3
Vestas V90- 3.0 MW
Acciona AW3000
E-101
Vestas V112-3.0MW
Schuler SDD100
eviag ev100
eviag ev90
Fuhrländer FL
2500-100
Fuhrländer FL
2500-90
K 100 - 2.5 MW
VENSYS 100
Nordex N90/2500 LS
GE 2.5xl
Nordex N100/2500
E-82 E2
SWT-2.3-93
e.n.o. 92 - 2.2
L93
eviag ev2.93
REpower MM82
Gamesa G80-2.0MW

Roter Speed

20

Fig 2. Resonance analysis in the case of 3.6MW

0.6
0.5
0.4
0.3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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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0.0
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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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rbine Model

Fig 3. Resonance analysis in the case of (3.6+5.0)/2 MW

0.9

0.9
0.85
0.8

0.8

3P

0.75
0.7

0.7

Frequency (Hz)

Turbine Model

15

Turbine Model

0.6
0.5
0.4
0.3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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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0.0
0

5

10

1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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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rbine Model

Fig 4. Resonance analysis in the case of 5.0M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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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ICH RC 풍력타워의 기본단면 설계내용을
바탕으로 직경, 중공비의 변화에 따른 공진 안전성을 검
토하였다. 분석 결과, ICH RC 구조는 풍력타워로서 충분
하고 안전한 성능을 발휘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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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평곡선 거더의 곡률별 플랜지 국부좌굴 거동 특성에 관한
매개변수 해석
Parametric and Experimental Study on Horizontally Curved Girder of
Flange Local Buckling
김 희 수* · 김 대 혁** · 이 정 화*** · 강 영 종****
Kim Hee Soo · Kim Dae Hyuk · Lee Jung Hwa · Kang Young Jong
ABSTRACT
Compare to straight girders, horizontally curved girder shows complicate behaviors because the bending moments and
torsional moments are always acting simultaneously. Because of non-uniform torsion, one edge of compression flange is
yielded faster than the other edge due to combined vertical and lateral moments. Hence, the strength of cross section
need to be investigated with the effect of initial curvature. The design specifications, however, does not consider the
curvature effect. In this study, as a basic research, the parametric studies are performed to understand the flange local
buckling behaviors of horizontally curved girders.

1. 서 론
수평곡선 I-형 보를 포함한 곡선교량에서 플랜지의 국
부좌굴은 초기 곡률은 물론 플랜지 폭과 두께의 비에 의
해서도 영향을 받게 된다. 또한, 곡선보의 경우에는 뒴
(Warping)법선응력에 의한 응력경도가 항상 존재하며, 이
는 플랜지의 국부좌굴강도에 영향을 미치는 추가적인 중
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수평곡선보는 직선보
의 거동과 많은 차이가 있다. I-형 보의 설계에서 적절
한 플랜지 폭과 두께의 비를 결정하는 것은 플랜지의 국
부좌굴을 방지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사항이며, 이를 적
절히 결정한다면 부재의 전체강도를 충분히 활용해 설계
에 반영할 수 있다. 본 연구는 I형 플레이트 곡선 거더에
대해 범용 해석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곡률별, 플랜지 세
장비별 수치해석을 수행하고, 이를 설계 기준 및 기존 연
구와 비교하여 플랜지 국부좌굴 강도 산정에 대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이 작용하는 부분은 단순지지, 응력이 작용하지 않는 부
분은 자유단으로 하고, 중앙선을 따라 회전 보강재를 사
용하였다. 따라서 수직방향 휨 응력(Vertical Bending
Stress)과 횡방향 휨 응력(Lateral Bending Stress)의 비
를 값의 변화로 다음 Fig.1과 같이 제시하였다.

응력비(Stress Gradient), 에 대한 정의는 U.S
steel(1984)에서 식 (2)과 같이 제안하고 있다.

      ≤  ≤ 


곡선보의 플랜지에는 휨에 의한 법선응력과 뒴에 의한
법선응력이 동시에 작용하게 되며, 휨에 의한 법선응력은
플랜지의 폭을 따라 등분포하게 작용하지만, 뒴에 의한
법선응력은 플랜지 폭을 따라 선형으로 분포하게 된다.
이는 곡선보에서 곡률을 갖는 플랜지의 형상과 함께 플랜
지의 국부좌굴 강도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Culver,
1970) Duncan(1937)은 I-형 보 플랜지의 안정성과 비조밀
단면(Noncompact Section)의 한계를 정의하기 위해 응력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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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곡률반경

 : 응력변화도
 : 크로스프레임 간격

2. 상용 설계 기준 및 기존 연구

여기서,
있다.

 : 플랜지 폭

AASHTO(2012)에서 식(2)와 같이 제안하고





   

 




 : 휨응력비,  ≈ 




(2)

 : 곡률반경

Madhavan(2007)은 를 활용하여 곡선보의 조밀단면 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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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1)

랜지의 세장비를 (3)과 같이 제안하였다.


 ≤ 
   
 
 
 :곡선보의 조밀단면 플랜지 세장비


(3)

:직선보의 조밀단면 플랜지 세장비

그러나 AASHTO(2012)에서는 곡선보의 좌굴강도식은 제
안하고 있지 않으며, Madhavan(2007)은 를 이용한 곡선
보의 좌굴강도식을 식 (4)와 같이 제안하였다.




   




     

Fig. 4 FEM vs Madhavan’s Equation

(4)

그러나 이를 적용할 경우 값이 0.5인 곡률이 큰 경
우에도 좌굴강도가 2.4%만 줄어드는 경향을 보인다.

3. 해석 결과
곡선보 플랜지의 형상과 응력분포의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범용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유한요소해석을 수행하
였다. 수평곡선 I-형 보의 플랜지는 복부판의 구속력에
따라서 단순지지와 고정지지의 중간적인 거동을 하게 되
므로, Fig.2과 같이 복부판 중앙에는 연직방향 변위를 구
속하고, 플랜지-복부판 이음부에서는 원호방향 변위를 구
속하였다. 또한 모델의 강체운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모델
의 중앙에 원주방향 변위를 구속하였다. 또한 동일한 간
격으로 연직방향 및 횡방향 보강재가 위치하도록 하였다.

4. 결론
곡선 I-형 보 플랜지의 국부좌굴강도를 알아보기 위해
플랜지의 폭-두께 비, 곡률반경을 변화시켜가며 유한요소
해석을 수행하였다. 해석결과 일정한 플랜지의 폭에 대하
여 두께의 변화를 주며, 곡률이 적용되지 않은 직선보의
경우는 이론모델과 해석모델의 값이 유사한 경향을 보였
으나, 곡률이 적용된 곡선보의 경우는 비조밀단면 구간으
로 세장비가 증가할수록 모든 곡선 보의 경우에 해석모델
의 평균응력값이 이론모델의 값보다 크게 나타나고 있다.
Madhavan and Davison(2007)이 AASHTO 설계기준에 적
용한 곡선 보의 이론모델은 곡률이 반영되어 응력값이 직
선 보 보다 떨어지지만 해석모델과 비교해보면 비조밀단
면 구간에서부터는 상당히 보수적으로 제시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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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dhavan(2007)이 제안한 이론식 모델과 비교해 보면
직선보는 해석모델과 그 경향성 및 결과가 조밀단면 구간
과 비조밀 단면 구간에서 유사값을 갖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Fig. 4과 같이 곡률이 적용된 곡선보의 경우에
는 조밀단면 구간을 벗어나 비조밀단면 구간에서 부터는
유사한 경향성을 보이나 결과값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 이
론식 모델이 상당히 보수적으로 제시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술 개발)에 의해 수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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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상비를 고려한 수평곡선 I형 거더의 곡률별 전단 좌굴 거동 특성
Shear Buckling Behavior of Horizontally Curved I-shaped Plate Girder
Considering Aspect Ratios
마이티 항* · 이 기 세** · 임 정 현*** · 강 영 종****
Mai Thi Hang · Lee, Kee Sei · Lim Jung Hyun · Kang Youngjong
ABSTRACT
The curved bridges shows very complicate behaviors compare to straight girders due to its initial curvature. Usually, the
shear strength is investigated due to the aspect ratio(transverse stiffeners spacing/height of girder) and many researches
have been conducted for the web shear strength for I-shaped curved girders with high aspect ratios(larger than 3). In this
study, numerical studies are carried out and the results are compared with the current design practices. By the analyses,
the maximum aspect ratio of a transversely stiffened web panel are suggested to revisits the validity of a limited imposed
by Basler.

1. 서 론

률 반경은 50, 70, 100, 150, 200, 400, ∞ (직선) m, 복
부판의 세장비    는 90, 70, 100, 150, 200, 400,

곡선 교량은 초기 곡률로 인해 연직방향 하중 작욕시
휨 모멘트 외에 비틀림 모멘트가 동시에 작용하며, 이로
인해 그 거동은 직선거더에 비해 매우 복잡한 양상을 띄
게 된다. 그러나 현재 초기 곡률에 따른 복부판 강도 저
하를 고려하는 설계 기준은 명확히 마련 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2008년 Lee 등은 2012 AASHTO LRFD Bridge
Design Specifications에 수록된 Basler의 강도 추정 식
은 후좌굴 강도 뿐만 아니라 선형 탄성 좌굴강도 또한 과
소 평가 하고 있어 그 적용이 어렵다는 결과를 보인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형상비에 따라 수치해석을 실시하여
현행 설계기준과 그 결과를 비교하고, 곡선 거더의 강도
산정 방안을 제시 하였다.

그리고 형상비    는 1,2,3을 고려한 수치 해석을 수
행 하였다. 해석 프로그램은 Abaqus 6.12를 사용하였으
며, 고려한 경계 및 하중조건은 Fig.2와 같다.

2. 해석 모델
Fig. 2 Loading / Boundary Condition
Table 1. Boudnary Condition

Fig. 1 Analysis Model
Fig 1과 같은 I형 플레이트 곡선 거더에 대하여 
=203.2cm(80 in),  =0.3  ,   =3 으로 고정하고 곡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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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
Edge 1
1
Edge 2
1
Edge 3,4,7,8
1
Edge 5,6,9,10
0
Point 11
0
Point 12,13,14
0
1:Restraint , 0:F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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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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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0
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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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석 결과 및 결론

거더에 적용할수 있다.
- 곡률이 증가할수록 전단좌굴 강도는 저하되었으며,

1.1
1

Vu/Vp

0.9

평면외 방향 변위는 증가 하였다.

R = 50 (m)

R = 70 (m)

R = 100 (m)

R = 300 (m)

Straight

Lee&Yoo in (1)(2)

-

AASHTO 2012
0.8

    ≥ 
    ≥  인 경우의 곡선거더는 직선
    ≥ 
거더의 강도식을 사용할 수 있을것으로 판단된다.

0.7

-

0.6

      &      인 경
우는 극한 강도가 직선거더의 90%정도 수준이 된다.

0.5

-

0.4

      ; 세장비가 180이하인 경우까
지는 직선거더와 강도면에서는 큰 차이가 나지 않으

0.3

나, 평면외 방향의 변위가 매우 커져 강도만으로는

0.2
50

70

90

110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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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

190

210

230

250

270

290

직선의 식을 그대로 사용하기에 무리가 있을것으로

310

Slenderness ratio (D/tw)

판단된다.

Aspect ratio (a/D) = 1

감사의 글

1.1
1

Vu/Vp

0.9
0.8

R = 50 (m)

R = 100 (m)

R = 200 (m)

R = 400 (m)

Straight girder

Lee&Yoo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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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Strength Curve
- 1996년 Lee에 의해 제시된 강도 저감 계수 식은 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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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기술이
악용될 수 있습니다.
- 전략기술관리제도 안내 -

전략기술이란?
▣

전략물자의 개발·생산·사용 등에 전용될 수 있는 기술을 말하며, 국제사회에서는 이러한 기술에 대해 매우 광범위하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전략물자 : 대량살상무기와 운반수단인 미사일 및 재래식 무기를 비롯해 이들 무기의 개발, 생산 등에 이용가능한 품목

왜 연구자들이 인식하고 있어야 하는가?
▣

최근 우리나라는 전략기술 이전과 관련된 법령을 국제사회에서 권고하는 수준으로 개정하였습니다. (2014년 1월 31일 시행)

▣

개정법에 따르면 유·무상을 불문하고 전략기술을 국내에서 해외로 이전하거나, 국내에 있는 외국인에게 이전할 경우,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이 경우, 기술이전의 개념은 계약에 따른 이전 뿐만 아니라 이메일·팩스 발송, 회의·교육·훈련 등과 같은 일상적 형태의 이전까지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

다만, 일반에 공개된 기술, 기초과학연구 관련 기술, 특허출원 관련 기술 등의 이전은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 허가대상 기술 이전의 범위 >
이전 대상

이전 방법

•국내에서 국외로의 이전

•전화ㆍ팩스ㆍ이메일 등 정보통신망을 통한 이전

•국내 또는 국외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지시, 교육, 훈련, 실연 등 구두 또는 행위를 통한 이전
•종이, 필름, 자기디스크, 광디스크, 반도체메모리 등 기록매체 또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저장하여 이전

외국인에게 이전

전략기술을 불법이전 할 경우 최대 7년의 징역, 3년 이내의 전략기술 이전제한 등의 처벌이 가해집니다.

전략기술 해당여부는 어떻게 확인하는가?
① 국가기술분류체계를 통한 확인

☞ 전략기술확인지표 검색

- 전략물자관리시스템(www.yestrade.go.kr)에서 전략기술 확인지표 배너를 클릭하여 분류코드로 조회(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코드, 산업기술분류코드,
과학기술연구분야 코드)

② 기술의 특성을 잘 알고 있는 경우

☞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검색

- 전략물자관리시스템에서 「전략물자수출입고시」를 다운받아 전략기술의 특성과 기술사양 등을 확인

③ 공식판정을 받고 싶은 경우

☞ 전략기술 해당여부 사전판정 신청

- 공식판정기관(전략물자관리원 등)에 온라인으로 신청(15일 이내 판정서 발급, 무료) ☞ 문의 : 전략물자관리원 기술분석팀 (02 - 6000 - 6490~95, 646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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