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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MPa급 초고성능 콘크리트 기둥 부재의 압축 거동에 관한
실험적 연구
An Experimental Study on Compressive Performance of
180 MPa UHPFRCC Column Members
민 경 환* · 심 원 보** · 장 효 범*** · 최 홍 식****
Min, Kyung-Hwan · Shim, Won-Bo · Jang, Hyo-Beom · Choi, Hong-Shik
ABSTRACT
In the actual research fields, the studies for applications of 180 MPa ultra-high-performance fiber reinforced composite
(UHFRCC) to compressive members are limited due to its very high compressive strength. In this study, in order to find
basic research data for the design specification of UHPFRCC compressive members, a series of draft experiments,
including short columns with square and circular sections, were performed and its failure modes and behaviors were
assessed.
Key W ords: ultra-high-perform ance fiber reinforced cementitious composite, compressive perform ance, short column,
concentrated load

1. 서 론
초고성능 콘크리트(UHPFRCC)[1]를 압축 구조물에 적용
하기 위한 연구는 국내외 모두 어느 정도 한계를 가지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외서의 많은 연구에도 불구하고 특히
압축 부재로써 사용하기 위한 설계기준은 프랑스나 일본
모두 포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2,3] 이에 본 연구
에서는 180MPa급 초고성능 콘크리트의 압축부재의 설계기
준을 확립하기 위한 기초 연구로써의 초기 실험을 수행하
여, 파괴 형태와 거동을 평가하였다.

Table 1. Test variables of solid square columns
Transverse reinforcement
Speci- Longitudinal rebar
men
ρs
Spacing
ρl
Dia. Grade
Dia. Grade
ID
s (mm) (Vol.%)
(%)
SS1
SS2 4-D25 SD400 5.065 D10 SD500
40
3.040
SS3 4-D19 SD600 2.865 D10 SD500
40
3.040
SS4 4-D19 SD600 2.865 D10 SD500
60
2.027
SS5 4-D19 SD600 2.865 D10 SD500
80
1.520

2. 중실 사각 기둥의 거동
선행 연구[4]와 실제 실험을 수행할 수 있는 장비의
규모를 고려하여, 부재가 지지할 수 있는 최대 하중을 약
8,000kN으로 산정하였고, 이에 따라 부재 중앙의 단면을
200×200mm로 결정하였다. 기둥 실험의 변수는 Table 1과
같이 주철근의 종류와 띠철근의 간격으로 하여 부재를 제
작하였다. 주철근이 배근된 경우에 띠철근은 모두 SD500
급 D10 철근을 사용하였다. 띠철근의 간격은 40mm를 기본
으로 하여, UHPFRCC의 높은 인장강도에 의한 구속효과를
고려하여 60mm와 80mm로 달리하여 배근하였다.
180MPa급 UHPFRCC는 부재의 단면이 작고 이에 따라 철
근이 밀집되어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16mm와 19mm 강섬유
를 하이브리드로 혼합하여 1.5%를 적용한 배합과 13mm의
강섬유를 2% 적용한 배합을 각각 사용하였다. 또한 부재
전체의 길이는 1000mm로 하고, 부재 중앙의 파괴를 유도
하기 위해 부재 상하부에 200×300mm의 두부와 50mm의 헌
치를 적용하였다. 부재 중앙의 주철근과 띠철근에는 철근
변형률 게이지를 부착하였고, 부재의 중앙부의 표면에는
콘크리트 게이지를 부착하여 변형률을 측정하였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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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Test results of solid square columns
Specimen
ID
SS1
SS2
SS3
SS4
SS5

각 시험체의 극한 하중 및 극한 변형률은 Table 2와
같으며, 6.0~7.5MN의 최대하중과 0.0032~0.004mm/mm의 변
형률이 측정되었고, 하중-변형률 관계는 Fig. 2와 같다.
최대 하중이후에는 하중 제어의 실험 조건상 극한 하중
이후의 변형 연화 구간은 관측하기 어려웠으며, 향후 연
구에서는 변형 제어의 실험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된다.

13 mm fiber
19, 16mm fiber
vf = 2.0%
vf = 1.5%
Ultimate Ultimate Ultimate Ultimate
strain
load
strain
load
(mm/mm)
(kN)
(mm/mm)
(kN)
6,220
0.0038
6,014
0.0032
7,260
0.0048
7,212
0.0043
6,787
0.0035
7,196
0.0043
7,026
0.0037
7,447
0.0037
7,111
0.0035
7,556
0.0037

3. 중실 및 중공 원형 기둥의 거동
실제 실험을 수행할 수 있는 장비의 규모를 고려하여
부재 단면의 면적을 40,000mm2 이내로 하고, Table 3과
같이 단면의 형상을 변수로 하여 부재를 제작하였다. 주
철근은 UHPFRCC와의 적합성을 위해 SD600급의 고강도 철
근을 적용하였고, 나선철근은 SD500급의 D10철근을 사용
하여 제작하였다. 나선 철근은 모든 부재에 80mm 간격으
로 제작하여 조립하였다.
콘크리트는 부재의 형상을 고려하여 13mm의 강섬유를 2%
적용한 배합으로 타설하였고, 부재의 길이는 1000mm로 하
였다. 또한 실험 시 부재 단부의 보강을 위해 CFRP 시트
를 에폭시로 부착하였는데, 응력집중을 줄이기 위해 폭
200mm의 시트를 1겹을 부착하고, 그 위에 폭 150mm의 시
트를 2겹을 부착하였다.
실험은 하중 제어로 재하하고, 파괴 시까지 재하한 후 종
료하였다. 부재의 전후좌우면에 길이 방향으로 변형률게
이지를 부착하여 종방향 변형률을 측정하고, 원주방향으
로 2개의 변형률게이지를 부착하여 횡방향 변형률 측정하
였다.
각 시험체의 극한 하중 및 극한 변형률은 Table 4와 같으
며, 3.57~7.44MN의 최대하중이 측정되었고, 최대변형률은
표면의 손상 진행에 따라 높은 변형률에서는 신뢰도가 줄
었고, 따라서 향후 LVDT를 활용하여 축방향 변형률을 측
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하중-변형률 관계는 Fig. 3과 같으며, 하중 제어의 실험
조건상 극한 하중 이후에는 급격히 하중이 감소하여 변형
연화 구간은 관측하기 어려웠으며, 향후 연구에서는 변형
제어의 실험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HC1 부재
와 같이 내부 철근이 없고, 본 실험에서와 같이 하중 제
어로 실험이 수행될 경우 최대 하중 이후에 매우 급작스
런 파괴를 나타내었다. HC2 부재의 경우 하중이 증가하면
서 부재 중앙에서 일부 균열이 발생하였으나, CFRP로 보
강한 단부에서 파괴가 발생하여, 나선철근의 구속효과를
충분히 발휘하기 이전에 파괴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부재 중앙의 파괴를 유도하였으나, 중공형 단면의
경우 Fig. 5와 같이 부재 상단의 편심 및 응력

Fig. 2 Relationships between axial load and
axial strain of square columns (#-1 and #-2 are 1.5%
and 2% volume fraction mixtures, respectively)
구조실험은 대우건설기술연구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10MN급 하중 가력 장비를 사용하여 정적하중을 재하하였
다. Fig. 1과 같이 부재의 상부에 10MN급 유압 셀이 하중
을 재하하고, 부재의 하부에 위치한 로드 셀을 통해서 하
중을 측정하였다. 부재의 종방향 변형률 측정을 위해서
전후면에 각각 2개씩의 LVDT를 설치하고, 700mm 사이의
변형을 측정하였다. 실험은 하중 제어로 재하하고, 파괴
시까지 재하한 후 종료하였다.
Table 3. Test variables of circular columns
Section
Specimen Outer
Thick
Inner
Area
ID
ness
dia.
dia.
(mm2)
(mm)
(mm)
(mm)
HC1
225
0
39,761
HC2
225
0
39,761
HC3
250
110
70
39,584
HC4
300
200
50
39,270
HC5
300
200
50
39,270

Longitudinal rebar

Transverse reinforcement

Dia.

Grade

ρl
(%)

Dia

Grade

Spacing
s (mm)

ρs
(vol. %)

6-D19
6-D19
6-D19
8-D19

SD600
SD600
SD600
SD600

4.323
4.343
4.377
5.837

D10
D10
D10
D10

SD500
SD500
SD500
SD500

80
80
80
80

2.824
2.272
3.429
3.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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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iral
dia.
(mm)
200
160
240
240

집중으로 인해 부재 중앙의 파괴보다는 두부에서 쪼갬 파
괴의 현상이 나타났다. 특히 실제 적용한 CFRP의 양으로
는 구속효과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파일을
UHPFRCC 제작할 경우에, 부재 단부는 강한 충격력과 높은
하중을 부담해야 하므로 강재로 보강할 필요가 있을 것으
로 판단된다. 향후 부재 상하부의 구속 조건을 보다 강화
하여 부재 중앙에서의 파괴를 유도하고, 실제 압축부재의
크기를 반영할 수 있는 20MN급의 구조실험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Table 4. Test results of circular columns
Specimen ID
HC1
HC2
HC3
HC4
HC5
HC6

Peak load
(kN)
6,248
7,442
5,495
4,059
4,719
3,570

Average strain
(mm/mm6)
0.00290
0.00311
0.00208
0.00181
0.00193
0.00152

Fig. 4 Failure patterns of circular specimens
2. 중실 및 중공 원형 기둥에 대한 중심축하중 재하 실험
에서는 3.57~7.44MN의 최대하중이 측정되었고, 하중 제
어 실험에 따라 변형 연화 구간은 관측하기 어려웠다.
3. 중공형 단면의 경우 부재 단부의 편심 및 응력 집중으
로 인해 부재 중앙의 파괴보다는 두부에서 쪼갬 파괴의
현상이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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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체형 하이브리드 섬유를 활용한 콘크리트 특성
Characteristics of Concrete using Space Hybrid FRP
장 준 호* · 김 승 직** · 안 종 희***
Chang, Chun-ho · Kim, Sung-Jig · Ahn, Jong-Jee
ABSTRACT
This study presents an experimental study on compressive and flexural strengths of concrete reinforced by 3D Fiber
Reinforced Polymer(FRP). This study is intended to investigate the potential of 3D FRP concrete composites against
impact or explosive loadings. For the comparative study, non-reinforced specimen and specimens reinforced by 3D FRP
are constructed and tested. 20mm×10mm 3D fiber and 25mm×20mm 3D fiber was set to be variable.
Key W ords: Seismic Retrofit, 3D Fiber Reinforced Polymer, UHMWPE

1. 서 론
콘크리트는 강도 및 내구성과 경제적인 특성 등의 우
수한 장점들을 가지고 있어서 건설 분야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압축강도에 비하여 휨 인장강도와 충격강도
가 약하고 에너지 흡수 능력이 작으며 취성적인 파괴성향
으로 균열에 대한 저항성이 작다. 이를 보강하고자 섬유
를 혼입하여 콘크리트의 취성파괴에 대응하기 위한 섬유
보강 콘크리트의 개발 및 사용이 증대되고 있다. 충격에
대응하기 위한 골격구조의 3D 섬유를 이용함으로 강도특
성에 미치는 영향을 관찰하고 분석함으로써 섬유보강 콘
크리트를 실제 구조물에 적용 시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
하고자 한다.

Fig 2.
Table 1.
실험
체명

2. 실험계획 및 방법
3D 섬유에 따른 콘크리트 실험체의 강도특성을 파악하
기 위하여 Table 1과 같이 보강하여 28일 휨인장강도 테
스트를 수행한 결과를 나타낸 것은 다음 그림 3과 같다.

Fig 1.

섬유보강
타입

폭

춤

b)

D)

m
m D 섬유
m
m D 섬유

10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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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부장 ․ 대구광역시 종합건설본부, E-mail: jonghee@daegu.co.kr

- 8 -

휨 인장

압축 실험체

길이

폭
b)

실험체
춤
D
)

길
이

Fig 3.

3. 결 론
3D 섬유보강 콘크리트의 강도특성 실험 결과, 무보강 실험
체보다 최대 강도시 변위가 증가하여 취성파괴를 지연시키는
효과가 나타났으며 강도보강 측면에서는 20mm×10mm 3D 섬유
가 우수하였으며 25mm×20mm 3D 섬유는 재료분리현상을 방지
하는데 효과적이었다. 25mm×20mm의 섬유체 간격을 유지하
고 단위면적당 섬유량을 증가시키며 3D 섬유의 골격구조
를 유지시킨다면 더 향상된 강도보강효과를 확보할 것으로
예상된다.

References
최진석 외5 인, “ 섬유보강 철근콘크리트 보의 강도특성에
관한 실험적 연구”,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 논
문집 - 구조계 제22 권 제2 호, 2002.10, pp. 395-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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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HMWPE를 이용한 콘크리트 구조물의 보강 특성
Reinforcement of Concrete Structures Using UHMWPE
장 준 호* · 이 도 훈** · 최 재 원*** · 신 상 영****
Chang, Chun-Ho · Lee, Do-Hoon · Choi, Jae-Won · Shin, Sang-Young
ABSTRACT
In this study, we classified the structures into minor-damage column (URM), moderate-damage column (URO), and
severe-damage column (URS), depending on the RC column of damage degree, and reinforced columns with the
UHMWPE fiber in order to perform modeling of the structures.
Then, we executed a comparative analysis with the results obtained from previous studies of NRF (non-reinforced
column) and URF (column with UHMWPE fiber reinforcement). The maximum strength was increased with 14.91% of
URF, 14.05% of URM, 14% of URO, and 6.5% of URS on the basis of NRF and the columns with minor and
moderate damages exhibited the similar stiffness as that of the URF.
Key W ords: Seism ic Reinforcement, UHM W PE

1. 서 론
최근 10년간 세계적으로 대형 지진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으며 지진에 2차 피해로 인한 인명과 국가적 경제손실
이 발생하고 있다. 지진은 한 번의 피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진에 의해 2차 3차 피해로 이어진다. 여진의 피
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여진에 대한 연구와 여진에 의한
구조물의 2차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재보수 보강의 연구
가 필요하다.
기존의 보수-보강 공법들의 단점을 보완하고자 섬유보
수보강 공법을 사용하여 지진하중을 받은 손상된 구조물
에 피해 정도에 따라 Minor, Moderate, Severe 나누어 보
수보강 연구를 실시하였다.

2. 초고분자량 폴리에틸렌(UHMWPE)의 특성

기 위해 준정적반복가력 실험을 수행 하였다. RC 기둥은
비 내진 상세 구조로 제작한 후 무보강 실험체에 대하여
준정적반복 가력실험을 수행하고 보강된 RC 기둥의 실험
결과와 기둥거동의 변화특성을 비교 하였다.
3.1 실험체 설계도 제작
콘크리트 설계 압축강도는 27MPa이며 주철근과 스터럽
은 SD400 철근을 사용하였고 실험체는 구조실험동에 실험
이 가능할 수 있도록 원형모델에 1/3 축소모델로 설계 되
었다. 단면의 치수는 200mm × 200mm이고 주철근은
8-D13, 전단철근은 150mm의 간격으로 D6 사용하였다. 실
험체의 기둥 상하부의 모멘트가 같다는 가정하여 실제 기
둥 높이의 1/2 만 고려하여 기둥을 제작하였고 가력지점
은 기둥와 기초 접합부에서 600mm로 설정하였다. 실험체
설계도의 모습은 Fig 1과 같다.

초고분자량 폴리에틸렌은 선형 폴리에틸렌으로 높은
분자량 및 높은 얽힘 밀도를 가지므로 우수한 기계적 물
성 및 마멸 특성을 가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재료
의 특성은 매우 높은 충격 저항, 마모 및 마멸에 대한 높
은 저항, 우수한 화학적 저항, 소리 차단 및 에너지 흡수
특성, 전기적으로 절연 특성 등이 있다. 이러한 여러 우
수한 특성을 동시에 나타내기 때문에 이 재료는 경량성이
요구되는 항공기의 내부구조나 해양 구조물 등의 여러
분야에서 이용되고 있다.

3. 실험계획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기둥 내진성능 향상을 검증 및 비교하
*
**
***
****

Fig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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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실험계획
본 실험은 NRF(무보강실험체), URF(UHMWPE 섬유로 보
강한 실험체), URM(Minor피해를 받은 기둥에 UHMWPE 섬
유로 보강한 실험체), URO(Moderate피해를 받은 기둥
에 UHMWPE 섬유로 보강한 실험체), URS(Severe피해를
받은 기둥에 UHMWPE 섬유로 보강한 실험체)로 일정한
축력을 가하여 변위제어로 반복 횡하중을 가력하는 준
정적 반복실험으로 수행하였다.

4. 실험결과
무보강 기둥은 전단파괴는 이력곡선에서 보여주고 있
으며, 강성 및 강도감소가 확연하게 나타나고 있다.
한편, 초고분자 PE섬유로 보강한 실험체 (URF)는
Drift ratio 3% 이후에도 하중이 감소되지 않으며 휨파괴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Fig 2에서 보듯 전단파괴 양상을
찾아 볼 수 없고 전반적으로 지진에너지를 흡수할 수 있
는 안정적인 형태를 보였다. 다만 피해정도가 심할수록
최대하중이 발생하는 변위점이 작아지는 것을 알 수 있
다. Table 1는 5개의 실험체의 Push, Pull 방향의 최대
하중값과 평균최대 하중값을 비교하였다. 무보강 실험체
(NRF) 평균 최대하중이 100.9KN 으로 나타났다. 초고분자
PE섬유로 보강된 URF 실험체는 115.67KN, 피해를 받은 실
험체 URM, URO, URS는 114.8KN, 114.75KN, 107.22KN 으로
무보강 실험체보다 평균 최대 하중값은 증가하였다. NRF
와 평균 최대하중을 비교 하였을 때 URF는 14.91%로 평균
최대 하중값이 가장 많이 증가하였고, URM, URO는
14.05%, 14%로 비슷하게 측정 되었다. URS는 6.5%로 강도
개선이 되었다.
Table .1

Fig. 2

5. 결 론
(1)실험체 NRF, URF, URM, URO, URS 총5개를 비교하였
고 힘-drift ratio 이력곡선의 NRF는 전단거동의 특성인
강도저하와 Pinching 효과를 보여주며 심한 사인장 균열
이 발생하여 전단파괴가 일어났다. UHWMPE 섬유로 보강된
실험체는 전단파괴에서 휨 파괴가 유도 되었다. 3개의 실
험체는 휨파괴가 유도되었다. 섬유로 보수 보강된 기둥의
경우 최대 하중값을 비교 하였을 때 URF가 가장 큰 하중
값이 측정되었고 URM, URO, URS 순으로 나타났다.
(2)본 연구에서 수행한 실험을 근거로 지진에 손상된
실험체를 보수하여 초고분자량 폴리에틸렌 섬유로 보강한
실험체는 NRF 무보강 실험체 보다 강도, 연성능력, 에너
지소산능력이 우수한 성능을 보였고, 손상되지 않은 기둥
을 보강한 URF의 성능에 근접하는 내진성능을 보여주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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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사 주입 시 강성 지오컨테이너 튜브체에서 발생하는 응력 변화
Strees Generation in Rigid Geocontainer Tube
During Dredged Soil Filling
김 형 주* · 원 명 수** · 주 정 훈***· 박 태 웅****
KIm, Hyeong-Joo · Won, Myoung-Soo · Joo, Jeong-Hoon· Park, Tae-Woong
ABSTRACT
The acrylic tube, referred to as geocell in this paper, is 2.19m long with an inner diameter of 280mm. Both ends of the
acrylic tube were covered with permeable geotextile sheets to allow water dissipation. The dredged soil fill material is
hydraulically filled into the acrylic tube in the form of soil-water mixture (slurry). Load cells oriented in the vertical and
horizontal directions were installed inside the geocell to measure the horizontal and vertical pressures inside the
cylindrical tube. The pressure readings are collected through a data logger and interpreted by a desktop computer. The
pressure distribution inside the geocell based on the load cell readings are closely related to the theoretical Ko and Ka
conditions.

Key W ords: Dredged Soil, Rigid Geocontainer Tube, Coefficient of Stress, Soil Pressure

1. 서 론

Table 1. Dredged Fill Properties
Properties
Specific gravity,

Quantity



2.69

Percentage Passing #200 Sieve (%)
Plasticity Index

 (  )
Optimum moisture content,  (%)

Max. Dry unit weight,

U.S.C.S

25.0
N.P
16.7
17.0
SM

100
D10 = 0.043mm
D30 = 0.080mm
D60 = 0.119mm

90
80

Percent passing

최근 토목섬유(geotextile)는 부족한 골재자원의 대체
와 석산 개발 시 발생하는 환경피해 영향과 자연녹지훼손
을 방지하면서 골재자원의 운반거리의 증가에 따른 공사
비 증가를 줄이고 경제적이고 친환경적인 개발을 위해 토
목 및 건축분야에서 성토체 보호공, 제방 및 방파제, 가
호안, 매립호안, 도로사면 등을 축조하는 경우에 널리 적
용되고 있다.
이러한 토목섬유 백(Bag)은 토목섬유 봉합 시스템에
의해 형상화된 구조체로 외력을 저감시키는 응용 해양 구
조물로 해안 침식 방지 및 토압구조물의 하중을 완화 구
조물로 적용되고 있다. Kim 등 (2013a)은 하부지반조건
에 따른 수정 기법을 이용하여 보강 토목섬유 튜브 제방
안정성 개선을 위한 유한 요소 해석기법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물과 토사를 교반하여 채워 형성되
는 토목섬유 튜브 구조체 내부의 응력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기초적 선행 연구로 지오셀(Geo-Cell)의 양 끝단에
설치한 토목섬유에서만 배수를 발생시켜 토사 주입 시 최
대응력을 순간적으로 발생시키는 지오셀 모형실험을 실시
하였다.
지오셀 모형 실험에서 토사 교반장치에 의해 배송된
토사는 지오셀 내부에 수압으로 인해 충진되며 지오셀 내
부의 압력 분포를 측정하여 연직과 수평 그리고 전단방향
의 상호 응력계수를 비교하여 응력발생 메커니즘을 제시
하였다.

본 실험에 사용된 준설토 시료는 새만금 내부에서 채
취한 시료를 사용하였다. 사용한 준설토 시료의 토질 특
성은 Table 1에 나타낸 바와 같다. 준설토 시료는 200번
체 통과율이 25.0%이며 통일분류법상 실트질 모래에 해당
되는 SM으로 분류되었다.

70
60
50
40
30
20
10
0
101

100

10-1

10-2

10-3

Opening size

Fig. 1 Grain-size distribution for the dredged soil

2. 실험 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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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Experiment Setup

(a)

(b)
Fig. 3 (a) Wooven(PET), (b) Non-Wooven(PET), (c) Composite(PET)

3. 실험 장치 및 방법
3.1 모형준설실험 장치
Fig. 2는 본 연구에서 사용한 모형준설실험 장치의 모
식도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Fig. 2(a)에서 도시하는 바
와 같이 모형준설실험 장치는 내부를 관찰할 수 있는 아
크릴로 만들어진 강성 재질의 지오셀(Geo-Cell), 대형 교
반토조 및 이동식 교반토조로 구성되었다. 지오셀은 내경
280mm, 총 길이 2.19m로 Fig 2.(b)의 Ⓐ, Ⓑ 지점에서
Fig. 2(c)와 같이 8각형 형태의 고정대를 설치하였고, 각

(c)

고정대의 3개면에 소형 하중계를 부착하여 단계별 주입
및 배수 시 내부 응력을 측정하였다. 일반적으로 사용되
는 토목섬유 제품을 Fig. 3에 제시하였으며, 본 연구에서
는 지오셀 양단은 다공판을 설치한 뒤 직포(Wooven)재질
의 토목섬유를 부착하여 배수(Dewatering) 및 필터 재로
사용하였다.
3.2 실험 방법
주입에 사용된 준설토 슬러리는 평균 함수비 약 700%
로 중량배합으로 제작하였고, 교반은 대형 교반토조에서
1차 교반을 한 뒤 고압이송펌프를 이용해 이동식 교반토

- 13 -

Fig. 4 Soil height distribution

Fig. 5 (a) Soil Pressure, (b)Pressure distribution in the geo-cell

조로 이송되며 2차 교반 뒤 자연유하식으로 지오셀에 주
입이 수행되었다. 지오셀과 이동식 교반토조의 수두차는
1.8m로 약 18kPa의 주입압력으로 준설토 슬러리를 주입하
였다. 또한 T형 주입구를 사용하여 지오셀 내 준설토의
퇴적 분포를 고르게 하였다. 필터 역할로 부착된 토목섬
유의 필터 케이크 현상으로 인해 배수가 원활하지 않아
단계별로 주입 및 배수를 하여 실험을 수행하였다. 설치
된 총 3개의 하중계는 데이터로거와 연결되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하였다.

Fig. 4는 교반토조에서 T-Type주입장치를 이용하여 총




주입량  를 주입속도  ∼ sec로
단계별 주입 시 지오셀 내부의 퇴적고 변화이다. Fig. 2
(b)의 Ⓐ, Ⓑ 지점에서 측정한 내부 응력 데이터의 노이
즈값을 제외한 평균값을 Ⓐ + Ⓑ /2의 값을 정리하여
Fig. 5과 같이 무차원 퇴적고 (H/Do)의 값을 나타내었다.
주입압력(18Kpa)과 비교하여 지오셀 하단에서는 응력이
2.2Kpa정도 미소하게 증가되나 단계별 주입 및 배수과정
을 거치면서 주입압력보다 크게 감소되어 최종 배수단계
에서 지오셀 중간부는 약 2kpa이고 하단은 약 8kpa까지

4. 실험 결과
25

Total Pressure (kPa)

20
15
10

LC-A1
LC-A2
LC-A3

5

Filling
Dewatering

0

50

100

150

200

Time (min)

Fig. 7 Coefficient of lateral pressure distribution

Fig. 6 Soil Pressure distribution in geo-c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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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되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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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Non-dimentional pressure distribution
저하되어 주입초기에는 주입압력의 영향을 크게 받으나
퇴적고가 증가하면서 주입압력의 영향은 감소하였다.
Fig. 5(b)는 단계별 주입 시 지오셀 내부에서 발생하는
응력을 나타낸 것으로 토목섬유 배수의 영향으로 시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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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에서의 수평토압계수는 0.25정도로 나타내고 있다.
이는 지오셀 하단의 연직응력은 토층 깊이에 의해 지오셀
중간의 연직응력보다 다소 크지만 설계 안전치를 고려한
다면 매우 작은 값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적
용되는 연성 토목섬유 튜브 구조체의 수평응력 산정 시
최종적으로 배수(Dewatering)가 완료된 후에는 인장력보
다 토목섬유의 내구성에 의해 안정성이 유지되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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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본 연구는 토목섬유 튜브 구조체 내부의 응력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기초적 선행 연구로 토사주입에 의한 강성
지오셀 튜브 구조체의 내부응력을 측정하고자 토사 주입
및 배수과정을 거치는 일련의 실험을 통해 토목섬유 튜브
구조체 내부응력 발생 메커니즘을 파악하였다. 실험결과
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1) 토사 주입 초기에는 지오셀 내부 하단은 주입압 보다
다소 크게 나타나나 퇴적고가 증가하면서 튜브체 내
부의 응력은 크게 감소하면서 수평응력은 초기응력의
0.12배 정도 감소하고 있다. 주입 후에는 배수의 영
향을 크게 받아 수평응력은 연직응력보다 감소량이
크다.
(2) 일반적으로 정규압밀점토의 수평토압계수를 0.5로 본
다면 강성 지오셀의 수평토압계수는 0.2정도로 나타
났다. 따라서 연성 토목섬유 튜브 구조체의 수평응력
산정 시 최종적으로 배수(Dewatering)가 완료된 후에
는 인장력보다 토목섬유의 내구성에 의해 안정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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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섬유시트로 보강된 철근콘크리트보의 구조 성능 평가
Structural Performance Evaluation of Reinforced Concrete Beams
Strengthened with Carbon Fiber Sheets
김 우 석* · 곽 윤 근**
Kim, Woo-Suk · Kwak, Yoon-Keun
ABSTRACT
This paper deals with the strengthening effect of reinforced concrete beams strengthened with carbon fiber sheets (CFSs).
Fifteen strengthened reinforced concrete (RC) beams were experimentally evaluated to determine improvements in
structural performance. Test parameters in this experimental study are strengthening ratios and strengthening methods of
CFSs (I-S, I-W, U-S, U-W type). RC beams strengthened with CFSs were tested under sustaining load. Considering
strengthening ratios and strengthening methods of carbon fiber sheets, structural performance and failure mode of test
specimens were evaluated. The results show that maximum capacity of beams strengthened with CFSs is about 28.8% in
I-S type, 20.5% in I-W type, 26.0% in U-S type, 28.7% in U-W type higher than that of control beam.

Key W ords: carbon fiber sheet (CFS), strengthening effect, structural performance, RC beam

1. 서 론
최근에 건축물의 유지관리 분야 및 리모델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사회적인 요구와 설계의 표준이
향상되면서 안전성에 대한 요구도 증가함에 따라 콘크리
트 구조물의 보수․보강 공법에 관한 연구 개발이 활발하
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섬유보강공법은 재료가 가벼워
운반성, 가공성, 시공성이 뛰어나고 특성면에서 내화학
성, 내부식성, 내피로성이 우수한 장점이 있다. 이러한
섬유보강재를 사용한 보강방법은 연구자와 엔지니어 사이
에서 흥미롭게 연구되고 있으며 또한 실제 현장에서의 적
용이 점차 대중화되고 있다. 그동안 섬유보강재로 철근콘
크리트보를 보강하는 것에 대해 많은 연구가 있었으나,
대부분 휨성능의 개선을 위한 연구에 집중되었으며, 전단
성능의 규명에 대한 연구는 그리 많지 않은 실정이다.
본 연구는 RC보의 전단내력에 관한 연구로 탄소섬유시
트(CFS)로 보강된 철근콘크리트보의 전단보강효과와 파괴
형태를 규명하기 위해 탄소섬유시트의 보강량을 달리하여
보강한 시험체를 기준시험체와 비교하여 내력의 증가를
연구하였으며, 또한 탄소섬유시트의 보강유형과 보강형태
를 달리하여 각각의 보강효과를 비교․분석하였다.

개를 비롯한 탄소섬유시트로 전단보강된 I형 8개, U형 6
개의 시험체로 총 15개의 시험체를 제작하였다. I형은 보
강량(25%, 38%, 50%, 전단구간 전면)에 따라 4종류로 나
누었다. 또한 보강형태를 변수로 하여 25%, 38% 시험체에
서는 탄소섬유시트를 전단구간에 균등히 나누어 붙인 것
과(S형), 나누지 않고 보강량을 그대로 붙인 것(W형)으
로, 50%시험체에서는 나누어 붙인 것(S형), 나누지 않은
것(W형), 수평으로 나누어 붙인 것(H형)으로 8개의 시험
체로 구성하였다. 또한 U형은 I형과 기본적으로 같지만
25% 시험체는 S형만 있고, 50% 시험체에서는 H형을 제외
하였다. 인장철근은 D13mm인 SD40이형철근을 사용하였고,
사용된 콘크리트의 28일 평균압축강도는 26

이다.

Table 1. List of test specimens

2. 실험
시험체의 형태 및 종류는 Fig. 1, Table 1과 같다. 모
든 시험체는 전단경간비가 3이고 단면이 125×250×2000
㎜이며 전단파괴가 발생할 수 있도록 전단보강근 없이
2-D13 인장철근만을 배근하였다. 탄소섬유시트는 전 시험
체에 동일하게 1매로 보강하였다. 시험체는 기준시험체 1

시험체명

전체보강재폭(㎜)

SC
SI-S-25
SI-W-25
SI-S-38
SI-W-38
SI-S-50
SI-W-50
SI-H-50
SI-A
SU-S-25
SU-S-38
SU-W-38
SU-S-50
SU-W-50
SU-A

318
318
483.4
483.4
636
636
1272
1272
318
483.4
483.4
636
636
1272

* 정회원 ․ 금오공과대학교 건축학부 조교수, E-mail: kimw@kumoh.ac.kr - 발표자
** 정회원 ․ 금오공과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E-mail: ykkwak@kumoh.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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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강유형

기준시험체
I 형
I 형
I 형
I 형
I 형
I 형
I 형
I 형
U형
U형
U형
U형
U형
U 형

보강형태
S형
W형
S형
W형
S형
W형
H형
A형
S형
S형
W형
S형
W형
A형

Fig. 1 Detail of test specimens

3. 실험결과 및 고찰
Table 2는 전단보강된 보의 최대내력과 기준시험체에
대한 최대내력의 증가 및 파괴형태에 대한 실험결과를 나
타낸 것이다. 실험 결과 나타난 파괴형태는 보강시험체
14개 중 11개의 시험체가 중앙부 휨파괴로 나타나 가장
많았고, 보강재 박리 및 전단파괴가 2개의 시험체에서 관
찰되었으며, 나머지 한 개의 시험체에서 전단파괴의 형태
를 보였다. 보강량에 관계없이 9.72%에서 33.33%의 내력
증가를 보였고 평균 26.18%의 내력증가가 있었다. 탄소섬
유시트로 전단보강한 보의 파괴는 박리로 인한 단부 전단
파괴를 제외하고는 주로 중앙부 휨파괴로 나타났으며, 기
준시험체의 전단파괴와 비교하면 보강재로 보강함으로써
전단파괴에서 휨파괴로 파괴양상이 바뀌었음을 알 수 있
다. 본 실험에서 나타난 기준시험체의 파괴양상을 살펴보
면 균열은 실험체의 순수 휨구간에서 처음 발생하여, 하
중이 증가함에 따라 균열도 보춤의 2/3까지 진행하였으며
전단균열도 발생하였다. 기준시험체의 최종적 파괴양상은
지점부위의 콘크리트에서 발생되는 사인장균열이 가력점
까지 이르는 것으로, 전단균열의 전달로 인한 전형적인
전단파괴의 양상을 나타냈다. 중앙부 휨파괴된 시험체의
경우 초기에는 기준시험체와 같은 균열양상을 보였지만
탄소섬유시트의 보강으로 인해 전단균열 발생단계에서 스
터럽과 같은 작용을 함으로써 전단균열 발생이 억제되거
나 균열이 발생되어도 확대, 성장하지 못하였다. 하중이
증가할수록 중앙부에서 발생한 휨균열이 성장하였고,

최대내력에 도달하여 인장철근이 항복하거나 휨균열이 진
행되어 압축측 콘크리트가 압괴되면서 최종적으로 중앙부
휨파괴 되었다. 균열은 S형으로 보강한 시험체가 W형으로
보강한 시험체보다 많이 발생하였고 균열의 진행상황을
관찰할 수 있었지만, W형으로 보강한 시험체의 경우 육안
으로 확인할 수 없었다. Fig. 2(a)와 같이 단부 박리 및
전단파괴된 시험체는 하중이 증가함에 따라 스터럽과 같
이 작용되는 탄소섬유시트가 콘크리트의 계면에서 박리되
면서 균열을 제어하지 못하여 파괴가 발생한 것으로 부착
성능의 문제와 시공의 숙련도에 의해 보강재가 본래의 성
능을 발휘하지 못했으리라 판단된다. Fig. 2(b)와 같이
단부 전단파괴된 SI-H-50인 경우 낮은 하중에서는 중앙부
에 휨균열이 발생하였으나, 하중이 증가함에 따라 급격한
전단균열이 발생하면서 탄소섬유시트가 파단되어 최종적
으로 전단파괴 되었다. 이 시험체는 보춤의 상하로 탄소
섬유시트를 보강한 형태로 부착길이를 길게 하여 전단균
열의 발생을 억제하여 전단보강의 효과를 기대하였으나,
내력증가는 9.72%로 기대에 못미쳤다. 이러한 이유로 전
단응력은 보춤의 중앙부에서 최대이므로, 상하부의 탄소
섬유시트 보강은 효과적이지 못함을 알 수 있었다.

Table 2. Test results
시험체명 최대내력(kN) 최대내력증가(%)
SC*
70.61
SI-S-25
94.15
SI-W-25
82.38
SI-S-38
91.21
SI-W-38
88.26
SI-S-50
94.15
SI-W-50
85.32
SI-H-50
77.48
SI-A
84.34
SU-S-25
92.19
SU-S-38
82.38
SU-W-38
94.15
SU-S-50
91.21
SU-W-50
88.26
SU-A
90.22
* SC : 기준시험체

―
33.33
16.67
29.17
25.00
33.33
20.83
9.72
19.45
30.56
16.67
33.33
29.17
25.00
27.78

파괴형태
전단파괴
중앙부 휨파괴
박리․전단파괴
중앙부 휨파괴
중앙부 휨파괴
중앙부 휨파괴
중앙부 휨파괴
전단파괴
중앙부 휨파괴
중앙부 휨파괴
박리․전단파괴
중앙부 휨파괴
중앙부 휨파괴
중앙부 휨파괴
중앙부 휨파괴

Fig. 2 Failure mode of selected specim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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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변화를 고려한 섬유보강 콘크리트의 TCL 적용성 해석
Applicability analysis of the fiber reinforced concrete to TCL
considering environment change
김 민 수* · 이 동 화** · 최 상 현***
Kim, Minseu · Lee, Donghwa · Choi, Sanghyun
ABSTRACT
In constructing the cast-in-place concrete track system, the installation of reinforcing bars to a TCL is one of the main
causes of consuming construction time. In this study, to eliminate the reinforcing bar installation process, the applicability
of the fiber reinforced concrete to the TCL is studied using the numerical analysis. The analysis is performed using the
commercial finite element program, ABAQUS, and, in the analysis, the effect of the variations in fiber content rate and
the surrounding temperature is considered. From the analysis, it is found that the fiber reinforced concrete has better
applicability than the existing reinforced concrete with steel bar.
Key W ords: Fiber reinforced concrete, Cast-in-place, Crack, Therm al load, Concrete track

1. 서 론
현재 국내에 주로 적용되고 있는 궤도들 중 하나인 현
장타설형 콘크리트 궤도는 부설 시 TCL(Track Concrete
Layer)에 배근되는 철근과 같은 요인이 시공성을 저하시
키고 있다. 섬유보강 콘크리트 궤도는 섬유보강 콘크리트
를 TCL에 적용하여 성능을 개선시킨 궤도로 철근 배치가
줄어 기존 궤도 대비 빠른 시공이 가능하며 콘크리트의
인장성능이 향상되어 균열을 저감시킬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섬유보강 콘크리트 궤도의 성능을 검증
하기 위해 ABAQUS를 이용하여 환경하중 하에 기존 궤도 2
가지 유형과 혼입률에 차이를 둔 섬유보강 콘크리트 궤도
3가지 유형의 응력 및 균열특성을 검토하였다.

크리트 궤도이다. 반면 섬유보강 콘크리트 궤도를 모사한
Case 3 ~ 5는 TCL 콘크리트에 섬유보강 콘크리트를 적용
하였다. 보강 섬유는 Polypropylene으로 가정하였다.
2.2 재료적 성질
섬유보강 콘크리트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Case 2
와 Cases 3, 4, 5는 공통적으로 길이방향 철근이 없는 무
근 콘크리트 궤도이며, TCL 콘크리트는 Case 2의 경우에
는 일반적인 궤도 콘크리트, Cases 3, 4, 5의 경우에는
혼입률을 0.25%씩 차이를 둔 섬유보강 콘크리트로 설정하
였다. Polypropylene이 혼입된 섬유보강 콘크리트의 탄성
계수 및 압축, 인장거동특성은 기존 관련 연구결과 중 하
나를 참고하였다(Bae et al., 2010).

2. 수치 해석
Table 1. Discription for models
2.1 해석 모델
본 연구에서 사용된 해석 모델은 국내 경부 및 호남고
속선 구간에 적용된 Rhada 2000 궤도를 바탕으로 제작되
었다. 해석 모델은 중심선과 줄눈 중앙을 기준으로 1/4
만을 모델링하였으며 침목과 TCL은 절점을 공유하여 일체
거동하도록 하였다. TCL과 HSB(Hydraulically Stabilized
Basecourse)의 경계부는 마찰이 있는 접촉 거동을 가정하
였으며, 하부층은 탄성지반으로 모델링하였다.
기존궤도와 섬유보강 콘크리트 궤도의 비교를 위하여
기존 궤도 2가지, 섬유보강 콘크리트 궤도 3가지를 포함
한 총 5개의 3차원 유한요소모델을 제작하였다. 그 중 기
존 궤도를 모사한 Case 1과 2는 각각 길이방향 철근이 포
함된 콘크리트 궤도, 길이방향 철근이 존재하지 않는 콘

Case
Case
Case
Case
Case

1
2
3
4
5

Component
longitudinal steel bar
Case1 without longitudinal steel bar
Case2 with Polypropylene 0.50% [PP0.50]
FRC
Case2 with Polypropylene 0.75% [PP0.75]
Model
Case2 with Polypropylene 1.00% [PP1.00]

Base
Model

Table 2. Mechanical properties of TCL (Bae et al., 2010)
Ultimate
Elastic of
Compressive Tensile
crack
modulus
strength strength
strain
(MPa)
(MPa)
  (MPa)
Base
PP0.50
PP0.75
PP1.00

30.000
29.568
28.083
26.943

2.9100
2.9324
3.0660
3.0884

* 학생회원․ 한국교통대학교 철도시설공학과 석사과정, E-mail: minsu133@naver.com - 발표자
** 정회원 ․ Voestalpine BWG korea 지사장, E-mail: donghwa.lee@voestalpine.com
*** 정회원․ 한국교통대학교 철도시설공학과 부교수, E-mail: schoi@ut.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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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90
0.0276
0.0253
0.0253

33600
33442
32693
30462

콘크리트의 압축 및 인장거동은 탄성계수 압축강도,
인장강도, 변형률 등에 영향을 받으며 본 연구에서는 기
존 콘크리트와 섬유보강 콘크리트들의 압축 및 인장 거동
을 모사하기 위하여 식 (1)~(3)을 적용하였다.






    

′
′






   ∞

   

(1)
Fig. 4 Load2 (Winter temperature distribution)

(2)

    

  

Fig. 3 Load1 (Summer temperature distribution)

  

(3)

식 (1)은 콘크리트 압축거동을 나타내며  는 콘크리
트의 압축강도, ′는 콘크리트의 압축강도가 최대가 되
었을 때의 변형률, 는 압축응력, 는 압축변형률을 의
미한다(Bangash, 1989). 식 (2), (3)은 콘크리트 인장거
동에 관한 식으로 각각 는 전변형률,  는 탄성변형률,

각 모델의 case 별 조건들이 TCL이 받는 응력에 미치
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균열이 주로 발생하는 위치인
침목 외곽 표면에 Fig. 5와 같은 경로를 설정하여 응력
값을 추출하였다.
줄눈부는 균열을 유도하는 역할을 하여 다른 구간의
피해를 저감시키는 역할을 하므로 비교적 높은 응력이 발
생하게 된다. 궤도의 일반적인 응답을 파악하기 위해 이
를 제외할 필요가 있어 Fig. 6와 같이 TCL의 줄눈으로부
터 ±1m를 제외한 범위에서 검토를 수행하였다.

 은 균열변형률, 는 파괴에너지, 는 균열폭,  는
균열응력을 의미한다(Oh et al., 2002).

Fig. 5 Path for measuring stress

Fig. 6 One block of TCL except joint
Fig. 1 Compressive behavior of concrete

Fig. 2 Tensile behavior of concrete
2.3 온도 변화
콘크리트 궤도는 태양 복사열 및 외기 온도에 의해 각
계절과 시간대에 따라 상하부에 온도차가 발생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낮에는 태양 복사열의 영향으로 상부의 온도
가 높게 나타나고 밤에는 낮에 저장된 열을 외기에 빼앗
겨 상부의 온도가 낮게 나타난다. 가장 큰 온도차가 발생
하는 시점은 여름철 낮과 겨울철 밤이며, Fig. 3, 4과 같
이 Load 1은 여름철 낮을 가정한 40℃ ∼ 20℃, Load 2는
겨울철 밤을 가정한 –20℃ ∼ 0℃의 온도분포가 생기도록
하였다.

해석 결과, 여름철 낮을 가정한 Load 1의 경우에는 온
도상승에 의한 압축응력이 주로 발생하였으며, 하부의 응
력은 0.9 ~ 1.2MPa, 상부의 응력은 5.3 ~ 5.7MPa로 특히,
상부에서 궤도 내부방향의 침목 가장자리위치 TCL에서 주
로 큰 값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ig. 9). 최대값은
Case 1에서 8.995MPa, 최소값은 Case 5에서 8.546MPa로
나타났다.
반면, 겨울철 밤을 가정한 Load 2의 경우 Fig. 10과
같이 온도 하강에 의한 인장응력이 주로 발생하였다. 하
부 응력은 1.2 ~ 1.4MPa, 상부 응력은 3.0 ~ 3.2MPa로 나
타났으며, 상부에서 궤도 외측의 침목 가장자리 위치 TCL
에서 주로 큰 값이 발생하였다. 최대값은 Case 5의
3.211MPa, 최소값은 Case 2의 3.012MPa로 나타났다.
온도가 상부로 갈수록 높아져 TCL의 팽창이 발생한
Load 1의 경우, 대체로 섬유보강 콘크리트 모델들의 응력
이 낮았던 반면, 온도가 상부로 갈수록 낮아져 TCL의 수
축이 발생한 Load 2의 경우, 섬유보강 콘크리트 모델의
응력이 기존 모델에 비해 다소 높은 결과가 나왔다.
3.2 균열변형률

3. 결과 및 분석
3.1 응력 분포

식 (1)~(3)에 의하면 압축응력이 압축강도의 약 1/2을
넘는 시점과 인장응력이 인장강도를 넘는 시점부터는 균
열 변형이 생기게 된다. Loads 1, 2의 온도분포에서 여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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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Stress variation along the path for Load 1

(a) Case 1

(b) Case 2

(c) Case 3

(d) Case 4

Fig. 8 Stress variation along the path for Load 2

(a) Case 1

(b) Case 2

(c) Case 3

(d) Case 4

(e) Case 5
(e) Case 5

Fig. 10 Stress distribution (Load 2)

Fig. 9 Stress distribution (Load 1)

형률이 2.058×10-6으로 높게 나타났다.

철 낮을 가정한 Load 1의 경우 Fig. 11와 같은 균열 분포
가 나타났으며, 10℃의 온도차가 나는 시점에서는 균열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고, 20℃의 온도차가 나는 시점에서는
국소 균열이 발생하였다.
반면, 겨울철 밤을 가정한 Load 2의 경우, Fig. 12과
같은 균열 분포가 나타났으며, 10℃의 온도차가 나는 시
점에서 기존 궤도 중 Cases 1, 2와 섬유보강 콘크리트 궤
도 중 혼입률이 낮은 Case 5에서 균열이 발생하였고, 이
때의 균열 변형률은 Cases 2, 3, 1 순으로 높았다. Load
2중 20℃의 온도차가 나는 시점에 특히 Case 2의 균열 변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환경변화에 따른 섬유보강 콘크리트의
궤도의 적용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상반되는 두 온도분포
에 대한 해석을 수행하였고,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
였다.
(1) TCL의 응력분포는 공통적으로 침목 부근과 줄눈부
를 중심으로 크게 나타났다.

(a) Case 1

(b) Case 2

(a) Case 1

(b) Case 2

(c) Case 3

(d) Case 4

(c) Case 3

(d) Case 4

(e) Case 5

(e) Case 5

Fig. 11 Crack distribution (Load 1)

Fig. 12 Crack distribution (Load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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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Result of stress and crack strain
Load 1 : Summer(40℃∼20℃)
Load 2 : Winter(–20℃∼0℃)
differential of 10℃ differential of 20℃ differential of –10℃ differential of –20℃
stress
crack
stress
crack
stress
crack
stress
crack
(MPa)
strain
(MPa)
strain
(MPa)
strain
(MPa)
strain
Case 1
Base
3.624
0
8.995
3.546e-05
2.923
5.847e-10
3.062
1.418e-06
Case 2
3.601
0
8.768
3.169e-05
2.883
1.304e-09
3.012
2.058e-06
Model
Case 3
3.592
0
8.758
3.161e-05
2.917
1.224e-09
3.050
1.577e-06
FRC
Case 4
3.548
0
8.706
2.964e-05
3.155
0
3.173
1.389e-06
Model
Case 5
3.433
0
8.546
2.979e-05
3.176
0
3.211
1.378e-06
(2) 여름철 낮을 가정한 Load 1의 경우 TCL 콘크리트
의 압축강도가 대체로 30MPa내외인데 반해 압축응력이
8~9MPa가 발생하여 콘크리트 궤도가 압축거동에 의해 파
괴될 가능성이 매우 낮을 것이다.
(3) 가정하였던 온도차는 20℃가량이었으나 이는 과대
평가된 값이며, 균열이 많이 발생하는 온도 하강 분포일
경우 실제 일반적인 온도차는 10℃ 내외이므로 콘크리트
궤도는 사실상 균열이 거의 생기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
다.
(4) TCL이 기존 콘크리트인 Case 2에 비해 TCL이 섬유
보강 콘크리트인 Cases 3, 4, 5의 경우, 혼입률이 높아짐
에 따라 균열변형률은 낮아졌으며, 이를 통해 섬유보강
콘크리트의 균열저감성능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감사의 글
이 논문은 국토교통부의 철도 특성화대학원 지원사업
으로 지원되었습니다.

References
Bangash, M. Y. H. (1989) Concrete and Concrete
Structures: Numerical Modelling and Applications. Elsevier Applied Science, London, UK.
Bae, S. G., Kim, H. Y., Yi, N. H., Kim, J. H. J.
(2010).“Strength
and
Crack
Resistance
Properties of Fiber Reinforced Concrete Mixed
with Recycled PET Fiber”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for Structural Maintenance and
Inspection, Vol. 14 No. 1, pp102-108.
Bae, S. G., Choi, S. C., Jang, S. Y., Cha, S. W.
(2014). “Prediction of Crack Pattern of
Continuously Reinforced Concrete Track Induced
by Temperature Change and Shrinkage of
Concrete”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Railway, Vol. 17 No. 4, pp270-280.
Oh, S. J., Park, H. J., Kim, H. S., Jin, C. S.
(2002).“Determination
of
the
TensionSoftening Curve of Concrete at Different
Strength Level using Fictitious Crack Model”
Journal of the Korea Concrete Institute, Vol.
41 No. 1, pp.125-130.

- 21 -

파라핀 계열의 PCM을 혼입한 콘크리트의
재료적 성질에 대한 고찰
Material characteristics of concrete mixed with paraffin based PCM :
state-of-the-art review
민 해 원* · 김 희 선**
Min, Hae-Won · Kim, Hee-Sun
ABSTRACT
Paraffin kinds of organic PCM has generally been used concerning for instability of phase change and corrosion of
materials in concrete containing PCM. Even though paraffin kinds of organic PCM have various kinds and rule
considering mix proportions. This study shows a review of paraffin kinds of organic PCM about mechanical properties
according to PCM materials and mix proportions. The paper will help to get the basis of information considering
compressive reduction ratio.
Key W ords: Phase Change M aterials, Mix proportions, Com pressive strength

1. 서 론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국
내 에너지 문제에 대한 해결을 위한 방법으로 자연형 제
어(Passive control)가 있으며, 이 중에서 PCM(Phase
Change Material, 상변화물질)을 이용한 단열재 시공방법
이 냉방 및 난방의 부하를 효과적으로 저감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부각되고 있다(Jeong et al., 2011, 2013; Kim
et al., 2013, 2014).
PCM이란 고체에서 액체, 액체에서 기체 등, 하나의 상
태에서 다른 상태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열을 축적하거나
저장한 열을 방출하는 물질로, 낮과 밤의 온도 변화에도
높은 축열 성능을 가지기 때문에 실내온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건축물 에너지 저감에 기여한다. 이러한 PCM의
종류는 용융점과 용융 잠열에 따라 유기 PCM(organic
PCM), 무기 PCM(inorganic PCM), 공융 PCM(eutectic PCM)
으로 나뉘며, 유기 PCM은 무기 PCM과 공융 PCM에 비해
화학적으로 안정하기 때문에 상분리가 잘 일어나지 않고,
비부식성인 물질이므로 콘크리트에 PCM을 혼입한 열적 및
역학적 성능에 대한 연구가 일반적으로 많이 진행되고 있
으며, 유기 PCM 중에서도 파라핀 계열이 많이 사용되고
있다(Jeong et al., 2011).
본 연구에서는 파라핀 계열 PCM을 콘크리트에 혼입하
여 역학적 성질을 실험한 기존 연구내용을 고찰하고자 한
다.

2. 파라핀 계열 PCM의 종류 및 배합 방법
건축물에 적용하는 PCM은 액체 상태에서의 불안정성과
누수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에 대한 방안으로

gypsum board 등의 재료에 PCM을 함침하거나 캡슐화를 하
거나 HDPE(high density poly ethylene)와 같은 물질과
혼합함으로써 shape-stabilized PCM을 만드는 기술이 있
으며, 이를 콘크리트에 추가 혼입시켜 역학적 성질에 대
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었다(Jeong et al., 2011). 기존에
는 Meshgin 등 (2012)과 Fenollera 등 (2013)이 마이크로
캡슐화한
PCM을
연구하여,
이를
발표하였고,
shape-stabilized 기술을 적용한 PCM을 이용하여 진행된
연구는 Kim 등 (2014)이 있다.
Meshgin 등 (2012)의 연구에서는 마이크로 캡슐화한
PCM을 사용하였으며, Fig. 1과 같은 구조로 이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녹는점 28℃, 융해열 180∼175kJ/kg,
비중 0.9로 평균 17∼20μm의 입자크기를 가진 것을 알
수 있다.

Fig. 1 Microstructure of PCM using Meshgin’s research
(Meshgin et al., 2012)
또한, Meshgin 등 (2012)은 마이크로 캡슐화된 PCM을
기존의 콘크리트 배합량에 PCM을 추가적으로 혼입하여 산
정하고자 잔골재량의 5%, 10%, 15%, 20%, 25%의 부피만큼
PCM을 질량으로 환산하여 추가적으로 혼입하는 것과 5%,
10%, 15%, 20%, 25%의 잔골재량을 치환하여 혼입하는 두

* 학생회원․ 이화여자대학교 건축공학과 석사과정, E-mail: mmr818@naver.com - 발표자
** 정회원 ․ 이화여자대학교 공과대학 건축공학과 교수, E-mail: hskim3@ewha.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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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 방법으로 배합량을 산정하였고, 지름 50.8mm, 높이
101.6mm의 원통형 공시체를 이용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Fenollera 등 (2013)도 Meshgin 등 (2012)과 같이 PCM
을 마이크로 캡슐화한 기술을 적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
으며, 이에 사용된 PCM은 밀도 0.98kg/L, pH는 7∼9, 녹
는점 23℃, 잠열 용량 41kJ/kg, 열 용량 55kJ/kg, 점도
200∼600mPa·s이다. 또한, PCM의 혼입량을 시멘트량의
5%, 10%, 15%, 20%, 25%의 부피만큼 이를 질량으로 산정
하여 추가적으로 혼입하였으며, 자기 압축 콘크리트
(self-compacting concrete)의 역학적 성질을 알아보기
위해 감수제(suprplasticizer), 점도 조절제(viscosity
modulator)와 충전재(filler)도 함께 혼입하여 배합량을
산정하였으며, 지름 15cm, 높이 30cm의 원통형 공시체를
이용하여 7일, 28일, 60일의 압축강도를 측정을 실시하였
다.
Kim 등 (2014)의 연구에서 사용된 PCM은 Meshgin 등
(2012)과 Fenollera 등 (2013)에서 사용된 마이크로 캡슐
화하는 기술을 적용한 것이 아니라, 검은색 잔골재 형태
의 SSPCM(shape-stabilized PCM, 숭실대학교 건축학부 건
축환경재료연구실 개발)으로 흑연기반의 xGnP(Exfoliated
graphite nanoplatelets)에 상변화 물질인 octadecane을
함침시킨 물질이다. xGnP는 여러 겹의 나노클레이가 혼합
된 물질로서 가격이 저렴하며 다른 물질에 적용되어 화학
적 또는 물리적으로 물성 개선 효과를 개선시킬 수 있는
다공성의 탄소 나노튜브의 소재로, 겉보기 밀도
0.0053~0.01g/cm3, 열 전도도 2~300W/m·K, 비열
710J/kg·K로 유기 계열의 상변화 물질인 octadecane은
탄소와 수소로 이루어졌으며, 녹는점은 26~29℃, 열 용량
은 256J/g, 비열 92J/kg·K, 열 전도도 0.26W/m·K, 25℃
의 밀도는 777kg/m3이다. 강도 측정을 위해 지름 10cm,
높이 20cm인 원통형 공시체를 이용하여 실험을 진행하
였으며, PCM 혼입량은 시멘트량의 10%, 20%, 30%를
배합강도 50MPa 콘크리트에 추가적으로 혼입하여 배합량
을 산정하였다.

Fig 2. Compressive strength using PCM additive
(Meshgin, 2012)

Fig 3. Compressive strength using PCM replacement
(Meshgin, 2012)
Fenollera 등 (2013)도 Meshgin 등 (2012)의 연구와 같
이 PCM 혼입량이 증가함에 따라 압축강도가 저하되는 것
을 알 수 있었고, PCM을 5%, 10%, 15%, 20%의 비율로 추
가 혼입한 경우보다 25% 추가적으로 혼입한 경우가 7일,
28일, 60일 모두 압축강도 감소율이 크게 떨어지는 것을
Fig 4에서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는 PCM이 추가적으로
20%, 25% 혼입하면서 콘크리트 배합의 문제와 실험체 안
에서 생겨난 공극이 크기 때문이라고 밝혔으며, PCM이
20% 혼입된 실험체에서 발생된 공극은 Fig 5와 같다.

3. 파라핀 계열의 PCM을 혼입한 콘크리트의 역학
적 성능
Meshgin 등 (2012)의 연구에서, PCM을 추가적으로 혼
입한 것과 잔골재량을 PCM으로 대체하여 혼입한 실험 결
과는 Fig 2. 와 Fig 3와 같으며, 그래프에서 보는 바와 같
이 잔골재량을 PCM으로 대체하여 실험한 것이 더 높은 압
축강도를 나타나는 것으로 알 수 있었으며, 두 실험 모두
PCM을 20% 혼입한 압축강도가 가장 낮은 값을 가지는 것
으로 나타났다.

Fig 4. Mechanical compressive strength (Fenollera,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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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Ratio of compressive strength change
different temperature levels (Kim, 2014)
Room

Heated

Cooled

CONT

100%

-

-

10%

87.33%

62.02%

85.23%

20%

67.55%

58.87%

67.66%

30%

57.45%

51.25%

57.66%

at

Fig 5. Breakage of a specimen with 20% PCM
(Fenollera, 2013)

4. 결 론
Kim 등 (2014)의 연구에서 28일 기준으로 PCM 혼입률
10%, 20%, 30%의 압축강도는 42.8MPa, 33.1MPa, 28.1MPa
로 나타났으며, PCM 혼입률이 증가함에 따라 87.3%,
67.6%, 57.5%의 비율로 압축강도가 저하되었다. 7일 압축
강도는 28일 압축강도에 비해 50% 정도의 압축강도 발현
률을 보였고, 21일 압축강도는 28일 압축강도의 90% 정도
의 압축강도가 발현되었으며, 이는 Fig 6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PCM 혼입 콘크리트의 역학적 성질을
유기 PCM의 파라핀계 물질의 상안정화 방법에 따른 두 가
지로 분류하였으며, 이에 대한 역학적 성질을 고찰하였
다.
1) Meshgin 등 (2012)의 연구에서는 마이크로 캡슐화
한 PCM을 적용하여 실험하였는데, PCM을 추가적으
로 혼입한 것보다 잔골재를 치환한 압축강도가 더
높은 압축강도를 나타냈다.
2) Fenollera 등 (2013)의 연구에서도 마이크로 캡슐
화한 PCM을 적용하여 실험을 실행하였는데, 특히,
PCM 혼입률이 25% 일 때 현격히 낮은 압축강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3) Meshgin 등 (2012)과 Fenollera 등 (2013)의 연구와
달리 shaped-stabilized 기술을 적용하여 연구한
Kim 등 (2014)의 연구에서는 PCM 혼입률이 증가함
에 따라 압축강도가 떨어졌고, 실험체에 열을 가하
면 압축강도가 저하되나 다시 냉각하면 압축강도가
회복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Fig 6. Compressive strength of SSPCM mixed concretes
(Kim et al., 2014)
또한, Kim 등 (2014)의 연구에서는 7일, 14일, 21일,
28일 압축강도에서 추가적으로 PCM의 녹는점을 이용하여
실험체를 35℃의 상변화에 따른 압축강도를 측정하였는
데, 실험체에 열을 가하면 압축강도가 6.21%~25.3% 저하
되고, 다시 냉각시키면 압축강도가 거의 모두 회복되는
것을 Fig 7에서 알 수 있었으며, 온도에 따른 압축강도
발현률은 아래 Fig 7과 Table 1과 같이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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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강도 경량골재콘크리트의 물리적 특성과 인장균열파괴특성
High-strength Lightweight Aggregate Concrete Physical Properties and
Tensile Crack Fracture Properties.
권 민 호* · 서 현 수** · 임 정 희*** · 강 채 구****
Kwon, Min-Ho Seo, Hyun-Su Lim, Jeong-Hee Kang, Chae-Gu
ABSTRACT
This study is a part of high strength lightweight aggregate concrete researches using lightweight aggregates an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the basic physical characteristics and tension cracking fracture characteristics of
lightweight concrete. Crack Mouth Opening Displacement is measured through three point flexure experiment about
embellish notch beam. Load-CMOD characteristics are examined through rules of countries, characteristics of lightweight
concrete and tension cracking fracture experiments. The degree of tensile characteristic alteration according to size changes
of specimen and the characteristics about crack surface are analyzed. The changes of softening curve are analyzed and
fracture energy is drawn through inverse analysis by the obtained Load-CMOD curve. To decide fracture energy and
analysis parametric, inverse analysis is conducted and Ant Colony Method is conducted for optimization and then a way
to find out optimal parameterization fracture energy is suggested.
Key W ords: Lightweight aggregate concrete, Fracture energy, CMOD, Tension crack

1. 서 론
콘크리트는 오랜 옛날부터 현대까지 가장 널리 알려진
구조물의 재료로 구조물의 형상과 치수에 제약을 받지 않
는 장점 등이 있지만 강도에 비해 질량이 크기 때문에 구
조물의 자중을 증가시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 콘크리
트 구조물의 초고층화, 대형화되어 가고 있는 추세에 맞
는 콘크리트의 경량화가 필요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경량골재를 이용한 고강도 경량골재콘크리
트에 대한 연구의 일환으로 경량 콘크리트의 기초적인 물
리적 특성과 인장균열파괴 특성을 알아보고자 실시하였
다. 노치낸 보에 대한 3점 휨실험 을 통해 하중-균열개구
변위(Crack Mouth Opening Displacement)를 측정하였다.
나라별 일반 및 경량콘크리트의 특성과 인장균열파괴 실
험을 통하여 하중-CMOD 특성을 규명하고 시편의 크기의
변화에 따른 인장 특성의 변화정도와 균열면에 대한 특성
을 분석한다.

하였다. 시편의 폭은 100mm와 200mm 두 가지 이며 시편의
높이는 폭이 100mm일때 100mm, 150mm, 200mm, 300mm로 제
작하였고 폭이 200mm인 경우 100mm, 150mm, 200mm로 제작
하였다. 골재의 길이는 높이의 4배의 의 길이에 100mm를
더한 값으로 제작하였다. 한골재당 7종류의 시편을 4개씩
제작하여 총 112개의 시편을 제작 하였다. 하중-CMOD 실
험은 30t 재료 실험기의 하중가력장치에 로드 셀을 설치
하여 측정하였다. 로드 셀 하단에 가압 봉을 설치하여 시
편 중앙부에 하중을 가하였고 가압봉의 양 옆에 LVDT를
설치하여 하중-변위를 측정하였다. 시편의 양 단에 50mm
씩 거리를 두고 힌지 및 롤러를 설치하고 노치가 있는 부
분에 Gauge Clip를 부착하여 ASTM의 규격에 따른 COD
Gauge를 설치하였다. 변위제어로 하중을 가력 하였으며,
하중을 가하는 동안 COD Gauge를 이용하여 CMOD를 측정하
였다. 아래 Fig.1 은 실험 전경을 나타내고 Fig. 2는 시
편의 형상을 나타내고 있다. Table 1. 은 시편의 크기를
나타내었다.

2. 실험방법
실험은 미국산 경량굵은골재(S), 유럽산 경량굵은골재(A),
국내산 경량굵은골재(E), 일반굵은골재(N) 총 4가지의 골
재를 사용 하였다. 시편의 형상은 3점 휨 실험이 가능한
직사각형 보 형태이고, 특수 제작된 몰드에서 24시간 온
장 양생한 뒤 20℃ 수조 속에서 재령 28일까지 수중 양생

Fig. 1 Experimental vi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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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일반콘크리트와 경량콘크리트의 기초적인 물리적 특
성과 인장거동 특성을 규명하고 시편의 크기 변화에 따른
인장파괴에너지 변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하중-CMOD
실험을 수행하였으며, 실시된 하중-CMOD 실험으로 얻은
곡선으로 역해석을 실시하여 해석 매개변수와 파괴에너지
를 도출하였다. 본 연구의 해석결과로부터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Fig. 2 Specimen geometry

Table 1. Detailed dimensions of the specimen
No.
1010
1015
1020
1030
2010
2015
2020

W
(mm)
100

200

D
(mm)
100
150
200
300
100
150
200

S
(mm)
400
600
800
1200
400
600
800

L
(mm)
500
700
900
1300
500
700
900

(1) 각 콘크리트의 최대하중은 탄성보 이론에 따라 시
편의 단면계수 및 지간에 따른 결과가 일정하게 도출 되
었다. 특히, 경량 콘크리트 중에서는 S경량콘크리트의 최
대하중이 가장 큰 것으로 실험결과 나타났다.
(2) 모든 경량콘크리트는 시편크기에 따른 인장파괴에
너지는 시편 폭과 깊이가 증가할수록 인장파괴에너지 또
한 증가하는 양상을 나타내었다. 따라서 시편의 폭이 증
가할수록 경량콘크리트의 인장거동 특성이 개선될 것으로
판단된다.

N
(mm)
40
60
80
120
40
60
80

3. 실험결과

감사의 글

각 골재별 콘크리트에 대한 하중-CMOD 실험 결과를
아래 Fig. 3에 보여주고 있다. 모든 골재에서 시편의 단
면적이 가장 큰 2020 시편의 최대하중이 가장 크게 측정
되었으며, 단면적이 가장 작은 1010 시편의 최대하중이
가장 작게 측정되었다. 이는 탄성보의 이론에 따른 휨강
도 차이의 결과로 볼 수 있으며, 단면계수 및 지간비에
따라 최대하중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최대하중
의 CMOD값은 1030 시편에서 가장 크게 측정되었으며, 최
대하중 대비 최대하중의 CMOD값은 시편의 휨강성을 결정
하는 인자로 사용되며, 최대 CMOD는 시편의 파괴에너지와
인장연화곡선의 형상을 결정하는 인자가 대략적인 인장특
성을 유추할 수 있다.

(a) N-aggregate

(b) S-aggregate

(c) A-aggregate

(d) E-aggreg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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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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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Load-CMOD test results of the speci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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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을 통한 FRP 패널 가이드 시스템의 성능평가
Performance Evaluation of FRP Panel Guide System using Experiment
권 민 호* · 서 현 수** · 임 정 희***
Kwon, Min-Ho · Seo, Hyun-Su · Lim, Jeong-Hee
ABSTRACT
Because earthquakes occur within very little or no warning, they cause significant damage to property and inflict large
human casualties. Seismic design and reinforcement has been extensively studied over the years, for the purpose of
reducing damage from earthquakes. Composite materials are being widely used as reinforcement because the use of steel
plates and section enlargement are time-consuming methods that leave physical damage to structures. This study assessed
the guide system performance of FRP panels created from composite materials. Actual steel structures were reproduced in
miniature form, and were subjected to transverse displacement loads. The experiments were carried out by applying two
types of FRP panel guide systems to the specimens.

Key W ords: FRP Panel, Guide system , Steel fram e, Seism ic retrofit

1. 서 론
최근 지구 온난화로 인하여 전 세계적으로 지진, 폭
우, 폭설 등의 기상이변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지진의
경우 인적, 물적 피해가 다른 기상이변에 비하여 크기 때
문에 지진에 대한 내진설계 및 보강에 대한 필요성이 부
각된다. 과거 내진설계가 되어있지 않은 구조물의 내진보
강법으로 단면증설법, 강판보강법 등이 많이 사용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보강법은 건물의 중량증대, 물리적 손상
등의 문제점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내진설계가 되지 않은 구조물에
물리적 손상을 가하지 않는 복합재료로 제작한 FRP 패널
을 설치하여, FRP 패널 가이드 시스템에 따른 성능을 실
험적으로 검토하였다.

Fig. 1 Detail of specimen

2. 실험계획

2.2 패널 가이드 시스템

2.1 시험체 계획
용접접합으로 제작된 구조물에 패널 설치시 가이드 시
스템에 따른 구조물 거동양상의 변화와 구조 성능의 변화
를 파악하고자 한다. 실험에 적합한 규모를 가진
8,100mm×6,000mm의 중·저층 강골조 구조물을 실험실 여
건에 맞게 2,250mm×1,625mm크기로 73% 축소하여 구조물
을 제작하였다. Fig. 1에 축소된 시험체의 상세를 나타내
었다.
시험체 기둥의 단면치수는 194mm×150mm×6mm×9mm이
고, 보의 단면치수는 125mm×125mm×6.5mm×9mm이다.

패널 가이드 시스템은 강 구조물을 복합재료로 제작한
FRP 패널을 통한 내진보강 시, FRP 패널을 고정시키기 위
한 장치이다. 패널 가이드 시스템에서 가이드는 길이
40mm, 30mm×30mm×3t의 앵글로, 가이드의 부착방법에 따
라 Type1과 Type2로 나뉜다. Type1은 가이드를 Fig. 2(a)
와 같이 설치하는 방법으로, 강재용 에폭시를 사용하여
부착한다. Type2는 가이드를 Fig. 3(a)와 같이 설치하는
방법으로, 부재와 앵글을 드릴링으로 천공한 후, 고장력
볼트를 이용하여 가이드를 고정한다. SF_T1 시험체는
Type1, SF_T2 시험체는 Type2 가이드 시스템을 적용하여
실험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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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험결과
SF_T1 시험체에 대한 실험결과 정방향 변위 30mm에서
최초로 가이드 앵글이 탈락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패
널이 보강영역을 벗어나 보강효과가 약화되었다. 최대하
중은 변위 40mm에서 130.9kN으로 측정되었고 하중-변위
관계곡선은 Fig. 6(a)에 나타내었다.
SF_T2 시험체에 대한 실험결과 패널의 국부좌굴의 발
달로 네 코너에서 FRP의 파단이 발생하였고, FRP의 파단
을 따라 좌굴이 크게 발생하면서 심부 충진재와 FRP 분리
되어 하중이 감소하였다. 최대하중은 변위 45mm에서
191.0kN으로 측정되었고 하중-변위 관계곡선은 Fig. 6(b)
에 나타내었다.

Fig. 2 Guide system : Type1

200

Fig. 3 Guide system : Type2

2.3 실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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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중은 엑츄에이터 및 구조실험용 가력프레임을 이용
하여 가력하였다. 실험장치의 설치와 가력은 Fig. 4와 같
다. 실제 구조물의 거동양상을 고려하기 위하여 시험체
상단부와 하단부에 높이 300mm의 힌지를 설계하였고 횡방
향 변위하중은 1,000kN 용량의 엑츄에이터를 이용하여 변
위제어하였다. 변위하중은 ±5mm씩 증가시켜 나가는 반복
하중형태로 재하하였고 각 변위별 2회씩 반복하였다. 시
험체에 적용한 횡방향 변위하중의 반복사이클은 Fig. 5에
나타내었다.

SF_T2

Fig. 6 Load-displacement relation curves

4. 결론
FRP 패널의 가이드 시스템에 대한 성능을 평가하기 위
하여 가이드 시스템에 따른 실험을 수행하였다. 실험결과
Type2 가이드 시스템과 달리 Type1 가이드 시스템은 실험
수행 중 가이드의 탈락이 발생하였다. 이로 인하여 SF_2
시험체에 비해 SF_1 시험체의 최대하중이 약 30% 감소하
였다. 따라서 FRP 패널 가이드 시스템으로 Type2를 사용
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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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격하중을 받는 복합소재 적층 판구조의 비선형 동적 해석
Nonlinear Dynamic Analysis of Laminated Composite
Plates Subject to Impact Loading
김 규 동* · 노 명 현 ** · 이 상 열***
Kim, Gyu-Dong · Noh, Myung-Hyun · Lee, Sang-Youl
ABSTRACT
In this study, we performed non-elastic dynamic analyses using LS-DYNA for plate structures made of laminated
composite materials. It was used mat_59_composite_failure_shell_model providing from LS-DYNA as material model of
composite material The material which is applied in the analysis as CFRP and GFRP, were compared by performing the
dynamic analysis in accordance with various layup sequences. Numerical results show structural resistance against impact
loading for different materials. In addition, The significance of the layup sequence in analyzing composite structures under
impact loading is enunciated in this paper
Key W ords: LS-DYNA, Composite, Layup Sequences, impact loading
료를 정의할 수 있는 Mat59_Composite_Failure_Shell_Model
을 적용하였다(LSTC, 2007 ). 본 해석에서 적용한 재료는
CFRP 와 GFRP ( Xiao et al., 2012 ) 계열의 복합소재이며,

1. 서 론
충돌 또는 폭발과 같은 충격 하중을 받는 구조물의 대
부분은 일반강재 또는 스테인리스 강재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기존의 강재는 충격흡수에 대해 한계가 있으며,
최근 소재산업의 발전으로 인하여 충격을 보다 효율적으
로 흡수할 수 있는 다양한 고성능 소재가 개발되어 적용
분야가 확대되고 있다. 고성능 소재 중 복합소재의 경우
에는 경량이면서 우수한 역학적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우
주, 항공, 선박, 기계 등 산업 전반에 걸쳐 널리 응용되
고 있다. 최근 테러를 비롯한 각종 폭발사고 등이 빈번하
게 발생되고 있는 상황에서 복합소재의 우수한 역학적 장
점을 활용한다면 주요구조물의 첨단 방재 기술로서 큰 역
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복합소재는 동일한 재
료와 물성을 갖는 경우에도 섬유 보강각도, 함침비율 또
는 적층 개수 등의 변화에 따라 상이한 강성을 보이게 된
다. 그러나 적층배열에 따른 극한 충격하중을 받는 복합
소재 구조에 대한 상세 비선형 동적거동에 대한 기존 연
구는 미미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고등 유한
요소해석 프로그램인 LS-DYNA를 이용하여 적층배열을
상세 모델링하였으며, 비선형 동적해석을 통하여 적층배
열 변화에 따른 복합소재 적층판구조의 비선형 동적 거동
을 상세 분석하였다.

재료 및 적층배열에 따른 해석을 수행하였다( Wade et al.,
2012 ).
Table 1. Material Models for Composites in LS-DYNA
Shell

Solid

022: Composite Damage
054/055: Enhanced_Composite_Damage
058_Laminated_Composite_Fabric
059_Composite_Failure_Shell_Model
059_Composite_Failure_Solid_Model
161_Composite_Msc
162_Composite_Msc_Dmg

LS-DYNA에서 적층판을 모델링하기 위해서는 Fig.1과
같이 Keyword_ Part_Composite 옵션을 사용하여야 한다.
이 옵션에서는 2개씩 적층을 시킬 수 있다. Fig.1에서
MID 1~2, THICK 1~2, B 1~2는 각각 재료의 물성과 적
층판의 두께, 섬유의 보강각도를 나타낸다.

2. LS-DYNA를 적용한 적층판 모델링
LS-DYNA에서 제공하는 복합재료의 모델은 Table.1 과
같다. 본 연구에서 적용한 수치 재료모델은 비등방성 재

Fig. 1 Laminated Composite in LS-DY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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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해석에서 적용한 벽체에 가하는 충격하중의 구현은
크게 사각형이나 삼각형 하중으로 가정할 수 있으며 하중
값은 Fig.2과 같다(Paik and Shin, 2006).

Fig. 4 Comparison of maximum displacements of
composite material by applying various layup sequences
Fig. 2 Blast Load

4.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고등 비선형 동적 유한요소해석 프로그
램인 LS-DYNA를 이용하여 고속 충격하중을 받는 복합소
재 적층판 구조를 상세 모델링하였으며, 적층배열 변화에
따른 복합소재 적층판구조의 비선형 동적 거동을 상세 분
석하였다. 수치해석 결과로부터 복합소재를 적절하게 적
용하여 폭발과 같은 충격하중에 충분히 저항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합리적인 적층 배열 설계로부터 충격
에 대한 구조적 거동을 조절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향후 보다 다양한 복합재료와 형상을
갖는 방폭벽체 구조로 확대 적용할 필요가 있다.

Fig. 3 Model the shape of blast wall
해석 모델형상과 경계조건은 Fig. 3와 같이 사각형
(880mm ×1000mm ×8mm )이며 쉘요소를 사용하였으며,
경계조건은 6방향 모두 고정단으로 적용하였다. 해석 케
이스는 Table. 2와 같이 재료와 대칭 및 비대칭 적층배열
로 나누어 해석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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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 내진복구용 에너지 흡수형 GFRP-파형강판
Hybrid형 내력패널 성능평가
Performance Evaluation of GFRP-Corrugated Hybrid Infilled Panel for
Emergency Earthquake Recovery
우 필 호* · 주 부 석** · 정 우 영*** ·손 호 영**** ·Sim Viriyavudh*****
Woo, Pil-Ho · Ju, Bu-Seok · Jung, Woo-Young · Son, Ho-young · Sim, Viriyavudh
ABSTRACT
This study proposed new method using FRP material for emergency earthquake recovery in a building, since the classical
materials such as concrete and steel was difficult to construct and fabricate during and after an earthquake. Also, the
characteristics of FRP materials was much light and stronger in comparison to other materials. Therefore, the seismic
performance of frame structures subjected to an earthquake, using precast GFRP-Corrugated infilled panel was conducted
in this study.

Key W ords: GFRP-Corrugated, FRP, Em ergency Earthquake Recovery

1. 서 론
프레임 구조물이 지진 및 진동에 대하여 측면 하중을
받을 때 저항 할 수 있도록 하는 보강 구조물로서, 일반
적으로 내력패널은 구조물 내 중량과 소음, 진동을 감소
시키며 전체 구조물의 구조적 강성을 증가시켜 외부 하중
에 대한 프레임 구조의 안전을 도모하는 것이다. 본 연구
에서 제시한 긴급복구용 GFRP-파형강판 Hybrid형 내력패
널의 경우, 기존 콘크리트 또는 강 프레임 구조물 내 지
진에 의한 벽체 손상 피해 시 이들 손상된 벽체를 제거한
후 사전 제작된 GFRP-파형강판 합성형 내력벽체를 적용,
대체 횡적 보강구조체로 신속 시공함으로써 향후 피해저
감 및 응급복구용으로 그 효율성을 극대화 하고 예방하는
내진공법이다. 연구에서 제안된 GFRP-파형강판 합성형
내력패널의 경우 상용 유한요소해석 그로그램인 ABAQUS를
활용 3차원 해석 모델링을 통하여 설계하였으며 보다 구
체적인 거동패턴을 조사하기 위하여 Full-Scale 구조실험
을 수행하였다.

으로 프레임 구조물에 적용되는 내력벽체는 좌굴하중에
의하여 지배 되는데, 이 좌굴하중에 견디기 위하여
Bermanet al(2005)는 파형상의 강재플레이트 판에 Fig 1
과 2의 형상으로 설계하였으며, 압축응력에 대하여 저항
할수 있도록 제작하였다.

Fig. 1 Corrugated Shape of the Steel Infill

2. GFRP-파형강판 Hybrid형 내력패널
2.1 GFRP-파형강판 Hybrid형 내력패널 제작
파형의 강플레이트 전단벽체는 프레임 구조에 가해지
는 측면 하중에 의하여 내력벽체에 발생하는 응력을 이들
파형 강재판으로 저항하는 구조의 내력벽체이다. 일반적

Fig. 2 Configuration of the Corrugated Steel Plate Shear
W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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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지 않은 프레임 구조물과의 비교를 보여주며 Fig 8은
강성 및 에너지 소산량의 비교 분석을 나타낸다.

2.2 GFRP-파형강판 Hybrid형 내력패널
상대적으로 연성이 큰 파형강판을 이용하여 내력패널
구조의 코어재료로 적용하고 외부 Skin Plate 재료로
GFRP Laminate를 진공, 압착하여 새로운 합성형 내력패널
시스템을 제작하였다. 설계시 이들 패널의 주요목표는
기존의 패널에 비하여 강성 및 연성을 보유하도록 하는
것이다. 전체적인 역학적 개념은 Sandwich Plate의 개념
과 동일하다. 최종적 설계 형상은 Fig 3과 같다.

Fig. 6 Test Result
Graph

Fig. 7 Comparison
Analysis

Fig. 8 Comparison of Bare Frame and
Corrugated Steel Plate-GFRP Infill Panel
Fig. 3 Combine Sandwich Steel Plate Walls
본 패널의 경우, 파형강판을 설계된 절곡 각에 맞추
어 사전제작 이후 Glass Fiber를 파형강판에 도포하고,
Skin Plate를 압착가공 및 부착하여 일체형 GFRP-파형강
판 Hybrid 내력패널을 제작하였다.

3. GFRP-파형강판 Hybrid형 내력패널 성능평가
3.1 실험 계획
성능평가 실험은 프레임 구조물내에 GFRP-파형강판
내력패널이 프레임에 가해져 전달되는 하중에 대하여 얼
마만큼의 강성과 에너지 흡수량을 보이는지에 대한 거동
을 확인하기 위한 실험으로 보강되지 않은 프레임과
GFRP-파형강판이 설치된 프레임 구조물을 대상으로 비교
수행하였다. 실제 시편 형상은 Fig 4와 같고, Fig 5은 실
험체에 가할 하중 Protocol을 나타낸다.

4. 결 론
실험 결과 GFRP-파형강판 내력패널이 설치된 프레임
구조체는 무보강 프레임 구조체에 비하여 강성 및 에너지
소산량이 대체적으로 더 우수함을 알 수 있다. 이는
GFRP-파형강판 내력패널은 프레임 구조체에 설치되어 하
중이 가해지면서 GFRP 및 파형강판이 저항하며 보다 큰
하중이 가해지면 파형강판의 연성으로 인하여 변형으로
하중에 저항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항복 하중이 초과할
경우 내력패널이 서서히 변형되며 프레임 구조체에 강성
과 에너지 흡수량을 조금씩 증가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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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Load Protoco

3.2 실험 결과
Fig 6은 GFRP-파형강판 내력패널이 설치된 프레임구조
물의 실험 결과 그래프를 나타낸다. Fig 7은 패널이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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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외선에 장기 노출된 GFRP의 역학적 성질
Mechanical Properties of GFRP Exposed to the Long-term
Ultra-violet R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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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GFRP (glass fiber reinforced polymeric plastic) composite members are superior construction materials because they have
higher specific strength and stiffness than steel and concretes. In addition, they also have high resistance to chemical
corrosion. However, in many existing researches it reported that GFRP members have less resistance to ultra-violet ray
(UV-ray), so they may cause critical structural problems due to changes of mechanical properties when the material is
long-term exposed under UV-ray. In this study, we investigated whether these reports are reliable through two processes.
First, we reviewed existing researches on the FRP members’s resistance to UV-ray, and then we conducted tensile
strength test for GFRP sample exposed to UV-ray for 30 months (900 days). These two processes showed that
mechanical properties of GFRP members do not change under long-term UV-ray exposure and they have enough
resistance to UV-ray.
Key W ords: GFRP, CFRP, ultra-violet ray, accelerated UV exposure test, tensile test, exposure

1. 서 론
GFRP(glass fiber reinforced polymeric plastic)는 기
존에 사용해왔던 구조재인 콘크리트와 강재에 비해 단위중
량당 강도와 강성이 뛰어나고, 내화학성이 우수하여 차세
대 구조재로 각광받고 있다.
유리섬유를 보강재로 사용한 GFRP(glass fiber
reinforced polymeric plastic)는 자외선 노출에 의해 역
학적 성능이 감소한다고 보고되고 있다(Yoon, 2005). 따라
서 GFRP부재는 UV 차폐제 등을 이용한 표면처리를 실시하
여 자외선에 대한 저항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생산하여 사
용하고 있다. 그러나 GFRP부재의 절단면은 표면처리가 미
실시 되기 때문에 모재에 비해 자외선에 대한 저항성이 작
아 긴 생애주기를 요구하는 토목구조물의 특성상 장기적
거동에 대한 구조적 성능을 확보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 논문은 이러한 GFRP부재의 자외선에 대한 장기적 영
향에 관한 연구의 일부이다. 기존 연구(Song et al.,
2006)에서는 표준 촉진 노출 시험법(KS F 2274)에 따라 자
외선에 노출시킨 CFRP (carbon fiber reinforced
polymeric plastic) 시편에 대한 인장강도실험을 실시하여
CFRP에 대한 자외선 영향을 평가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기
존 연구(Song et al., 2006)에서 수행한 FRP의 자외선 영
향 평가 방법을 참고하여, 시공후 30개월(900일)이 경과된
*
**
***
****
*****
******

구조물에서 채취한 GFRP 부재를 대상으로 역학적 성질을
조사하고, 시공전 설계에 반영하기 위해 조사한 역학적 성
질과 비교하였다.

2. 기존 연구
기존 연구(Song et al., 2006)에서 실시한 CFRP부재의 자
외선 내구성 실험은 건축용 합성수지재의 촉진 노출 시험
방법(KS F 2274)을 참고로 하여 수행하였다.
실험에 사용한 시편은 CFRP로 제작하였으며, 실험은
시편을 각각 0, 30일, 60일, 90일 동안 자외선에 노출시
킨 후 인장강도를 측정하여 수행하였다.
실험결과, CFRP시편의 인장강도는 자외선 노출 촉진
전 4,087MPa로 측정되었으며, 30일이 경과한 경우
3,835MPa로 감소하였다. 그러나 60일과 90일이 경과한
후의 인장강도는 4,044MPa, 4,077MPa로 30일 경과 후의
인장강도보다 다소 증가하였다. 따라서 기존 연구 결과,
자외선에 노출된 CFRP부재는 90일 내에서 큰 강도변화를
나타내지 않으며, 일정한 역학적 성질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연구(Song et al., 2006)에서 수
행한 실험결과는 Table 1, Fig.1에 나타내었다.
이 기존 연구에서도 알 수 있듯이 CFRP가 자외선노출
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은 복합재 분야에서 이미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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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진 사실이다.
Table 1. Average tensile test result of accelerated UV
exposure of CFRP (Song et al., 2006)
Exposure Time
(day)

Tensile Strength
(MPa)

0

4,087.2

30

3,835.1

60

4,044.3

90

4,077.2

판단된다. 수상 태양광발전 구조물을 구성하는 GFRP 부재
는 유리섬유를 사용하여 펄트루젼 방식(pultrusion
process)으로 제작되었다. GFRP부재의 채취과정은 Fig. 3
에 나타내었다.

Fig. 1 Test result of accelerated UV exposure of
CFRP
(Song et al., 2006)
Fig. 3 Sampling of GFRP tensile test specimen

3. GFRP의 자외선에 대한 저항성 분석
3.1 인장강도시험
이 논문에서 사용한 GFRP시편은 시공 후 약 30개월 이상
경과된 수상 태양광발전 구조물을 구성하는 GFRP 부재에
서 채취하였다. 수상 태양광발전 구조물의 전경은 Fig. 2
와 같다.

채취한 GFRP부재는 인장강도실험을 실시하여 구조설계
에 반영하였던 역학적 성질과 비교하였다. 외기에 노출된
GFRP부재의 역학적 성질 실험은 KS M ISO 527-4(2002)를
참고로 하여 홍익대학교 구조재료실험실에서 실시하였다.
시편은 폭 25mm, 길이 250mm로 3개를 제작하였으며, 각
시편은 부재 길이방향의 강도와 탄성계수를 구하기 위해
중앙부분에 길이방향으로 스트레인게이지(Strain Gage)를
부착하였다.
하중은 UTM(Universal Testing Machine)을 사용하여 변
위제어방식으로 3mm/min의 속도로 재하 하였으며, 스트레
인게이지로부터 측정되는 데이터는 데이터로거(TDS-302)
를 통하여 컴퓨터에 자동으로 전달, 기록, 저장되도록 하
였다. 인장강도실험 과정은 Fig. 4에 나타내었다.

Fig. 2 Floating-type PV energy generation structure
따라서 채취한 GFRP부재는 이 논문에서 의도하고 있는
장기적인 외기 노출 조건을 충분히 만족한 GFRP부재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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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된다. 인장강도실험 결과는 각각 Table 3., Fig.5에
나타내었다.
Table 3. Average tensile test result of GFRP

Fig. 4 Tensile test of GFRP

Exposure Time
(day)

Tensile Strength
(f, MPa)

0
900

397.95
425.16

Modulus of
Elasticity
(E, GPa)
29.84
29.96

3.2 결과 분석 및 비교
실험결과, 각 시편의 인장강도는 설계인장강도보다 최소
5.6%, 최대 7.8% 증가하였고, 탄성계수는 한 시편에서
0.8% 감소, 다른 두 시편에서는 0.9% 이상 증가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또한 평균 인장강도는 설계인장강도에 비해
약 6.8% 탄성계수는 약 0.4%의 차이를 나타내었다.
기존 연구(Yoon, 1993; Choi, 2009)에 따르면, 펄트루
젼방식으로 제작된 FRP의 인장강도는 평균값에 비해 약
±17%, 탄성계수는 약 ±17%의 차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기존연구(Yoon, 1993)에서 수행한 인장실험
결과는 Table 2에 나타내었다.
Table 2. Results of tensile test (Yoon, 1993)

Fig. 5 Comparison of test result

Specimen
Designation

W203x10x-1524-V-1

W254x10x-2134-p-4

f(MPa)

E(GPa)

f(MPa)

E(G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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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
239.4
251.0
196.5
204.1
227.5
219.9
149.6
224.1
218.6
206.2
183.4

13.0
14.2
18.5
16.7
16.2
18.1
18.4
13.9
16.8
20.1
16.0
14.1

262.0
322.7
328.9
307.5
242.7
160.0
242.0
177.9
363.4
313.0
273.0
253.0

15.7
16.9
18.3
17.2
17.0
16.9
15.8
12.1
21.6
17.4
17.9
16.4

13
14
15
16
17
18
Flange
Web
Entrie

160.0
247.5
184.1
264.8
162.7
194.4
210.0
202.3
207.4

12.6
20.3
16.0
19.7
13.7
21.0
16.3
17.2
16.6

336.5
281.3
282.7
329.6
275.1
355.1
270.5
310.1
283.7

15.9
16.7
15.9
18.5
15.3
19.0
16.9
16.9
16.9

Flange

Web

Mean

4. 결 론
이 논문에서는 기존 연구(Song et al., 2006)결과를 참고
로 하여, 외부에 노출될 경우 자외선의 영향에 대한 GFRP
부재의 역학적 성질 변화를 검토하기 위한 실험결과를 정
리하였다. 즉, 이 논문에서는 이미 시공된 구조물의 설계
에서 사용한 인장강도와 탄성계수를 시공 30개월(900일)
경과 후 구조물에서 채취한 부재의 인장강도시험 결과와
비교 분석하였다.
비교 결과, 외부환경에 노출된 GFRP부재는 설계에 반
영한 역학적 성질과 다소 차이를 보였으나, 제작한 GFRP
의 생산방식의 특성을 고려할 때, 역학적 성질에 큰 영향
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논문은 약 30개월 정도의 기간 동안 자외선에 노출
된 시편에 대해서만 실험을 수행한 결과이다. 따라서 향
후 이 논문에서 제시한 방법으로 GFRP 부재의 자외선에
대한 영향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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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FRP
Strength Evaluation of GFRP Singly Bolted Connection with Hole
Clearance
우 상 벽* · 김 선 희** · 이 승 원*** · 천 진 욱**** · 윤 순 종*****
Woo, Sang-Pyuk · Kim, Sun-Hee · Lee, Seung-Won · Cheon, Jin-Uk · Yoon, Soon-Jong
ABSTRACT
In recent years, the Glass Fiber Reinforced Polymer Plastic (GFRP) structural shapes are available in civil engineering
applications. Among many manufacturing techniques used for GFRP structural shapes, pultrusion process is one of the
most widely used techniques to produce the structural members in civil engineering applications. This study was focused
on the mechanical behavior of singly bolted lap-joint connection with various hole clearances (tight-fit: 0.5mm, 1.0mm,
1.5mm, 2.0mm, 3.0mm) in Pultruded GFRP structural members. The specimens with single bolt-hole have been tasted in
tension under bolt-loading conditions. The failed specimens were examined for their failure load and fracture patterns with
respect to the various hole clearances.
Key W ords: Pultruded FRP, Singly Bolted Connection, Hole Clearance

1. 서 론
인발성형 섬유강화복합재료(pultruded fiber reinforced
polymeric plastic, PFRP)는 강재의 의 단위중량을
가지고 있어 경량성이 우수하며, 단위중량당 강도와 강성
이 우수하고, 부식에 대한 저항성이 매우 뛰어나다(Lee
et al., 2014). 또한, PFRP 재료를 건설분야에서 활용하
기 위해서는 시공성을 고려하여 볼트홀 유격을 일정값 이
상이 되도록 해야한다. 그러나 PFRP의 볼트 연결부는 다
양한 변수에 의하여 강도가 결정되며, 국내 볼트홀 유격
에 관한 설계기준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 연구에서는 국외 설계기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볼트
홀 유격을 조사하여 Table 1에 나타내었고 국내에서 펄트
루젼 공정으로 생산된 GFRP 구조용 I형 부재를 사용하여
다양한 볼트홀 유격에 따른 볼트 연결부의 강도실험을 수
행하였다.
Table 1. Recommended Hole Clearance (Woo et al,
2014)
STRONG
Italian
ASCE
Eurocomp
WELL
CNR
Standard
(2010)
(1996)
(2010)
(2008)
Hole




Clearance

2. 펄트루젼 GFRP 구조용 I형 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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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험에 사용된 펄트루젼 GFRP 구조용 I형 부재는 Fig. 1
에서 볼 수 있듯이 ± 의 방향으로 섬유를 배치한
Double Bias Mat(roving cross (DB), ± )와 유리섬유
를 방향성 없이 배열하여 만든 Continuous Strand
Mat(CSM)를 사용하였다.

Fig. 1 Fiber Orientations and Cross Section of
Pultrusion GFRP Structural Members

3. GFRP 볼트 연결부 실험
Fig. 1에 나타낸 펄트루젼 GFRP 구조용 I ×  ×  ×  부재를 절단하여 시편을 제작하였다.
볼트는 특강볼트 M10( )를 사용하였으며, 볼트홀 유
격은  에서 까지  단위로 각 4개씩 총 28개
의 시편을 제작하였다. 시편의 기하학적 변수는 설계기준
에서 제안하는 값 이상으로 확보하였다(      
   ). 실험 전경 및 형태를 Fig. 2에 나타내었다.
실험은   용량의 UTM을 사용하였고 하중은 변위제어
방식으로 min 의 속도로 재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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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Singly Bolted Connection Test Set-Up

(a) Connection Test Set-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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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결과 하중이 증가함에 따라 모든 시편에서 지압 파괴
현상(Bearing Failure)을 보이다가 최종적으로 전단에 의
한 파괴현상(Shear-out Failure)이 나타났다. Fig. 3(a)
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지압 파괴현상은 하중이 갑작스럽
게 감소한 지점까지 나타난 현상이며, 이러한 국부적인
파괴하중은 지압 파괴현상에서 Fig. 3(b)와 같이 전단 파
괴현상으로 넘어가는 시점으로 생각된다. 실험결과를
Table 2에 나타내었으며, 볼트홀 유격과 파괴하중의 변화
를 Fig. 4에 나타내었다.

(a) Bearing Failure

Fig. 4 Relationship of Local and Global Failure Peak
Load and Stroke

4. 결 론
이 연구에서는 다양한 볼트홀 유격을 가지는 볼트 연결부
에 대한 실험을 수행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
다.
1) 실험결과 모든 시편에서 지압 파괴현상 발생 후 전
단 파괴현상이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설계기준에서 제
안하는 기하학적 변수(         )값 이
상을 확보하였기 때문에 모든 시편에서 지압파괴 현상이
먼저 발생하였고 생각된다.
2) 볼트홀 유격의 증가에 따른 전체적인 파괴하중은
거의 일정하였으나 국부적인 파괴하중은 감소하여, 두 하
중의 차이가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3) 볼트를 사용할 경우, 시공성 확보를 위해서
최소 볼트홀 유격을 가져야 하고 취성파괴를 막기 위해
지압 파괴를 유도 하는 것 이므로 해외 설계기준 ASCE와
STRONWELL에서 제안하는 볼트홀 유격 의 크기를
가지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된다.

(b) Shear-out Failure

References

Fig. 3 Failed Specimen
Table 2. Result of the GFRP Singly Bolted Connection
Local
Structural
Hole
Failure
Specimen
Fracture
clearance
Load
Designation
Load
()
( )
( )
I-P0.0
0
29.725
30.070
I-P0.5
0.5
23.830
30.465
I-P1.0
1.0
25.595
29.685
I-P1.5
1.5
20.950
26.650
I-P2.0
2.0
18.425
29.060
I-P2.5
2.5
22.410
29.305
I-P3.0
3.0
24.115
28.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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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P 송전지지 탑 개발 및 활용 현황
Development and Application Status of FRP Electrical Transmission
Tower
김 선 희* · 우 상 벽** · 이 홍 규***· 유 종 호****· 윤 순 종*****
Kim, Sun-Hee · Woo, Sang-Pyuk · Lee, Hong-Kyu · Yoo, Jong-Ho · Yoon, Soon-Jong
ABSTRACT
FRP members which have light weight, high specific strength and stiffness, and good corrosion resistance are used widely
in the electrical transmission system. Recently, FRP instead of steel, wood, and concrete tower is installed and in use.
In this paper, we investigated the feasibility of replacement of traditional materials (steel, wood, and concrete) in
electrical transmission towers by the fiber reinforced polymer plastic (FRP) members through the literature review. It was
found that the FRP electrical transmission towers were applied in many countries due to its various advantages.
Key W ords: FRP, Electrical transm ission tower, Literature

1. 서 론
최근 건설분야에서 FRP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
고 있다. FRP는 하중을 주로 전달하고 지지하는 보강섬유
(Reinforcing fiber)와 피복효과 및 부재의 형상유지를
위한 레진 (Resin) 또는 매트릭스 (Matrix)를 조합하여
원래의 재료보다 더 효율적인 재료가 되도록 만든 복합재
로서 극한환경에서도 그 내구성이 유지될 수 있다. 특히,
FRP는 기존 건설재료인 강재나 콘크리트에 비해 각종 화
학성분에 대한 저항성이 뛰어나고, 전기와 전자기파의 흐
름을 방해하지 않는 등 여러 가지 물리적, 화학적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보강되는 섬유의 종류와 매트릭스의 종
류, 제조방법 등에 따라 재료의 역학적 성질을 요구되는
기능에 맞게 설계할 수도 있다. 또한, 다른 구조재료보다
단위중량이 작고, 유지관리 등이 용이하다. 이러한 장점
을 활용하여 최근 FRP를 활용한 송전지지물을 미국, 캐나
다 등의 여러나라에서 최근 제작, 설치되고 있다. 과거에
는 콘크리트, 나무, 강재로 제작한 송전지지물을 주로 사
용하였으나, 송전지지물 재료의 노후화, 강재의 부식, 콘
크리트의 중성화 및 유지관리 등의 문제점으로 인해 기존
의 송전지지물을 대체하여 FRP로 제작한 송전지지물을 교
체, 설치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탄소섬유를 활용
한 애자, 절연용품에 대한 연구는 활발히 진행 중이나 아
직 FRP 송전지지물에 대한 연구와 설계 및 시공 기준이
미비한 실정이다. 이 연구에서는 국외의 FRP 송전지지물
의 설치 사례와 적용 가능한 설계기준을 조사하였다.

구조물의 주부재와 사재를 모두 펄트루전 FRP (Pultruded
FRP, PFRP)로 제작한 Fig. 1의 송전탑(미국)은 높이가
84ft (25.6m)이며 230kV의 전력을 송전할 수 있다. 또한,
기존의 강재 구조물보다 3배 이상 가볍고, 연결부에 적은
양의 볼트를 사용하여 제작 시공하기 때문에 구조물의 시
공이 용이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된 바 있다.

2. 국외 FRP 송전지지물의 적용사례

Fig. 1 FRP Transmission Towers
(http://www.ebertcomposites.com)

Fig. 2 FRP Pole
(http://www.ebertcomposites.com)
Fig. 2의 송전지지물은 펄트루전 FRP로 인발성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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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물로 높이가 80ft (24.4m)이고 69kV의 전력을 송전
할 수 있다. 또한, Fig. 2의 송전지지물(미국)은 기존의
강재, 목재, 콘크리트 부재보다 경량이며, 내부식성 및
비전도성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Fig. 3의 송전지지물(미국)의 길이가 60ft (18.3m)이
며 내부는 E-glass와 레진으로 인발성형한 후 마지막 층
에는 자외선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표면에 자외선 차폐
제를 도포하여 코팅하였다. 또한, 기존의 나무전신주의
경우 흰개미나 새들로 인한 전신주 손상이 발생하나 FRP
전신주는 이런 피해를 막을 수 있다.

필라멘트와인딩으로 제작된 Fig. 6의 Fiberglass
Reinforced Composite (FRC) (호주)는 친환경적이며, 목
재에 비해 내화성, 내부식성 등이 우수하고 운반 및 저장
이 용이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기둥 표면의 어떠
한 손상도 쉽게 복구 가능하다고 보고되었다.

Fig. 6 Fiberglass Reinforced Composite Utility Poles
(http://www.compositepoles.com.au)

3. FRP 송전지지물의 설계기준
Fig. 3 FRP Transmission Poles
(http://www.creativepultrusions.com)
Fig. 4의 FRP 송전지지물(미국)은 강재보다 높은 비강
도를 가지고 있으며, 나무보다 약 30%, 강재의 60%, 콘크
리트보다 15% 적은 중량을 가지고 있다. 다양한 방향성을
고려하여 제작하였기 때문에 종방향, 횡방향으로 강도를
보강하여 설계하였다고 보고되고 있다.

FRP 구조부재의 설계방법은 AASHTO와 ASCE (Structural
Plastic Design Manual) 등에서 적용하고 있는 허용응력
설계법(Allowable Stress Design, ASD)과 Eurocomp에서
사용하고 있는 한계상태설계법(Ultimate Stress Design,
USD) 등이 있다.
FPR 송전지지물의 설계방법은 기존 건설재료에 비해
FRP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여 강도설계법이나 한계상태설계
법과 같이 많은 실험결과를 바탕으로 입증되는 설계법을
제시하는데 아직은 한계가 있다. 따라서 FRP를 활용한 송
전지지물 설계는 적절한 구조해석과 실험적 검증을 통해
가능하나, Design of Steel Transmission Pole Structures
(ASCE/SEI 48-11)를 참고하여 설계할 필요가 있다.

4. 결론
Fig. 4 Fiberglass Power Transmission Pole
(http://www.strongwell.com)
Fig. 5 는 8개의 다른 크기의 모듈이 규격화되어 있어 각
모듈을 조합하여 조립이 가능하며 9.1m (30ft)∼47.2m
(155ft)까지 시공이 가능하며 69kV의 전력을 송전할 수 있다.
또한, 생애 주기가 80년 이상이라고 보고되고 있다(캐나다).

기존에 설치한 콘크리트, 나무 등을 사용한 송전지지
탑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국외 여러나라에서 FRP 송전
지지물에 대한 연구 및 현장 적용이가 활발히 진행중이
다. 그러나 FRP 송전지지물에 대한 설계방법이 국내외에
없으므로 파괴를 예측하기 힘든 FRP의 특성상 현실적으로
허용응력 설계 개념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국
내에서도 기존 구조재료에 비해 경량이며 내구성이 좋은
FRP 송전지지물에 대한 연구가 적극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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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Composite Transmission Poles
(http://www.rspol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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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영상처리 기술을 이용한 인장시편의 파괴면적 측정에 관한 연구
Study on Fracture Area Measurement of Tension Specimen using Digital
Image Processing
손 병 직* · 이 상 열**
Son, Byung Jik · Lee, Sang Youl
ABSTRACT
In this paper, we study the calculation for the fracture area of the tension specimens using digital image processing
techniques. This study was able to calculate the area of the fracture region on the basis of improved image. To extract
the area in the original image, we have to use opening operation, close operation, the Hit-or-Miss operation and Bottom
hat filter, Top hat filter, etc. In particular, to extract the area of the composite specimen discussed in this study, we have
to use the combination of the operations and filters because it is non-isotropic material, or should develop a new
algorithm based on it.
Key W ords: Digital im age processing, Matlab, Tension specimen, Image, Fracture area
분석하기 위한 취약부위 면적을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하였다.

1. 서 론
최근 구조물의 유지관리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으
며, 구조물의 성능저하 및 구조물의 노후화 등으로 구조
적 안전성 검토가 많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공용중
인 구조물의 구조적 특성은 최초 설계 당시의 특성과 차
이점을 보이는 것이 일반적이며, 부재의 균열 및 구조물
의 노후화 등으로 인한 강성저하에 의하여 구조물의 특성
에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 변화된 구조물의 특성을 관찰
하면 손상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으며 정량적 평가 또한
가능하다.
구조물의 유지관리에서 가장 기본적이면서 중요한 사
항은 균열을 계측하여 분석하는 것이다. 현재까지의 균열
계측 및 유지관리 기법은 인력기반으로, 점검자의 육안으
로 상태를 평가하기 때문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모되며
또한, 결과에 대한 객관성 및 신뢰성이 떨어진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가 디지털영상처
리 기술을 이용하는 것이다.
최근 비약적인 발전을 하고 있는 디지털영상처리 기술
이 구조물의 균열탐지는 물론 변형률 게이지를 부착하지
않고 시편의 변위 및 변형률 측정에 활용되고 있다. 영상
처리 기술은 방송 및 영화 분야, 의료산업 분야, 보안응
용 분야, 산업현장의 공장 자동화, 원격탐사 분야, 출판
및 문서 제작 분야 등 많은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기술이다. 또한, 토목, 건축 분야에서도 비파괴 구조물
건전성 평가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선 디지털영상처리 기술을 이용하여
변형률 게이지를 부착하지 않고 복합재료 시편의 면적을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하고자 한다. 즉, 인장실험
을 통하여 얻은 영상으로 복합재료 시편의 파괴 양상을

2. 기본 이론
본 연구에서 디지털 영상처리는 Matlab 프로그램의
Digital Image Processing(DIP) Toolbox를 이용하여 수행
하였다. Matlab을 이용한 복합재료 시편의 취약부위 면적
계산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친다.
-

Step
Step
Step
Step
Step
Step
Step

1
2
3
4
5
6
7

:
:
:
:
:
:
:

Read Image
Detect Edge
Dilate the Image
Fill Interior Gaps
Remove Connected Objects on Border
Smoothen the Object
Calculate the Area and Centroid

3. 해석 예 및 결과분석
본 해석 예는 복합재료 시편이 반복하중을 받을 때,
취약부위의 면적을 디지털 영상처리 기법을 이용하여 계
산하는 것이다. Fig. 1은 GFRP(Glass Fiber Reinforced
Plastics)로 만들어진 복합재료 시편으로 반복하중
15,000회 일 때의 영상이다. 이 영상으로 구멍 주위의 검
은색 부분의 면적을 계산하는 것이다. 검은색 부분은 취
약부위로 반복하중의 횟수가 증가할수록 커지며, 복합재
료 시편의 파괴양상 등을 판단할 수 있다.
Fig. 1(a)는 원래 시편의 영상이고, (b)는 개선된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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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다. 본 연구는 개선된 영상을 토대로 취약부위의 면
적을 측정하였으며, 원래 시편의 영상을 토대로 취약부위
의 면적 계산은 향후의 연구에 수행하고자 한다.
Fig. 2는 2장의 기본 이론을 바탕으로 시편의 취약부
위의 면적을 계산한 결과이다. 이처럼 본 연구는 개선된
영상을 바탕으로 하였기 때문에 2장에서 소개한 연산으로
취약부위의 면적을 잘 계산할 수 있었지만, 원래 영상으
로 영역을 추출하고, 면적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2장에서
소개한 연산외 열기(Opening) 연산, 닫기(Closing) 연산,
Hit-or-Miss 연산 등 다양한 연산을 수행하여야 하며,
Bottom hat 필터, Top hat 필터 등 다양한 필터를 적용해
야 한다.

처리 기술을 이용하여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하였
다. 개선된 영상을 이용하면, 2절에서 설명한 7단계 연산
수행으로 취약부위의 면적을 잘 측정할 수 있었다.
원래 영상으로 면적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복합재료 시
편이 비등방성 재질이므로 연산 및 필터들을 조합하여 활
용하거나 이것을 토대로 새로운 알고리즘을 개발하여야
한다. 이런 연구는 향후 연구에서 수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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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Original image
(b) Improved image
Fig. 1 The GFRP specimen under 15,000 cycles

Fig. 2 The result image of image processing

4. 결 론
본 논문은 인장 시편의 취약부위 면적을 디지털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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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성 토목섬유 튜브체의 변형에 관한 실험적 고찰
An Experimental Study of Strain Generation on Flexible Geotextile Tube
by Scale-Model Test
김 형 주* · 원 명 수** · 이 광 형*** · 제이재민**** · 최 민 준*****
KIm, Hyeong-Joo · Won, Myoung-Soo · Lee, Kwang-Hyung · Jay C. Jamin · Choi Min-Jun
ABSTRACT
An experiment have been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behavior of dredged fills on flexible containers (scale model
geotextile tubes). The study was focused on the development of geotextile strain. The model geotextile tube is made of
woven geotextile material. Results showed that during the dewatering stage, the tube height decreases and the tube width
increases. This increases the density of the confined fill material and the tensile reaction of the tube. The compaction
effect on top of the geotextile tube decreases as the tube height reduces. On the other hand, the confinement effect at
the sides of the geotextile tube increases as the tensile reaction intensifies. As a result, The geotextile strain increases as
the value of the coefficient of lateral pressure is increased.
Key W ords: Geotextile tube, flexible container, stress, strain

1. INTRODUCTION
Geotextile tubes are widely used in South Korea
since the late 1990s up to the present. Presently,
the annual consumption of cement and concrete has
significantly increased in South Korea. There is a
decreasing supply of cement and construction
aggregates such as rock, gravel and sand whose
quantities are now limited due to environmental
restrictions in the quarry site. Construction
expenses have also increased due to additional
delivery costs from source to site and construction
time is longer due to may process and equipment
involved. Geotextile tube technology could be a
viable alternative to the conventional ruble mound
structures in cases where temporary protection is
required or rock is not obtainable and difficult to
transport to the site.
Geotextile tubes are made from strong and flexible
textile materials that are capable of retaining
fine-grained materials though permeable enough to
allow the excess water from the hydraulically filled
slurry to dissipate. In recent years geotextile tubes
were used as groins and breakwaters to protect or
mitigate shoreline/coastline erosions as containment
dikes for land reclamation and man-made islands and
as revetments acting as mass-gravity barrier-type

structures and protection dikes to prevent damage to
valuable structures caused by natural calamities.
Geotextile tubes has been of interest in various
studies due to its wide applications in civil
engineering. Evaluation results on the permeability
and retention characteristics of geotextile tubes can
be found in the studies of Moo-Young et al. (2002),
Koerner & Koerner (2006). Model tests and large-scale
experiments on geotextile tubes can be found in the
literature (Kim et al., 2013a, 2014b). Numerical (Kim
et al., 2013a, 2014b) & analytical methods (Plaut &
Klusman, 1999) were also conducted to study the
stability of stacked geotextile tubes. In general the
studies available in the literature focuses on the
investigation of the hydraulic stability of stacked
geotextile tubes and the geotextile performance in
strength, durability and permeability. However, very
little
is
presently
understood
about
the
consolidation behavior of the fill materials and the
stress and strain behavior of the confining
geotextile. Brink and Kim et al. (2013) has proposed
a consolidation modelling method for geotextile tubes
filled with fine-grained materials. Cantré & Saathoff
(2011) has numerically formulated a design method for
tubes considering the geotextile strain.
In this paper, comparative study have been
performed to investigate the behavior of dredged
fills on rigid and flexible containers. The study w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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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cused on the sedimentation of soil fills and the
development of total stresses. The procedures and
results are presented in the following sections.

the application of the tensile force.
Description/Unit
Material Type
Thickness (mm)
Elongation (%)
Tensile Strength
Longitudinal
Transverse
*Polypropylene

2. MATERIAL PROPERTIES AND INSTRUMENTATION
2.1 Dredged Fill Properties
The model test have been carried out at the
geotechnical engineering laboratory at Kunsan
National University. The fill material was obtained
from a local dredging site in the Saemangeum river
estuary near Gunsan City. The physical properties of
the dredged fill are shown in Table 1 and its
gradation curve is given in Fig 1.

Quality/Quantity
P.P.*
2.0
13~14
195
180

Table 1. Dredged Fill Properties
Item
Natural water content, wn (%)
Specific gravity of soil solids, Gs
Plasticity Index, PI (%)
Percent passing #200 sieve
Max. dry unit weight (kN/ )
Optimum moisture content (%)
Soil classification (USCS)
*non-plastic; **silty-sand

Quantity
15.9
2.69
N.P.*
25.0
16.7
17.0
SM**

Fig. 2 Geotextile Tensile Strength-Strain Curve

3. LABORATORY SETUP AND PROCEDURE
3.1 Dredged Fill Properties

Fig. 3 Data station setup
Fig. 1 Grain-size distribution for the dredged soil
2.1 Geotextile Properties
The geotextile tube used in the present study is
made of a woven P.P. (polypropylene) geotextile
material. The geotextile tube is 4.0 m long and has a
theoretical diameter of 1.0 m. The physical
properties of the geotextile tube are shown in Table
2.
The
geotextile
tensile
strength-strain
relationship obtained from a laboratory test of the
P.P. material is shown in Fig. 4. Initially the
polypropylene geotextile is strained up to 15% with
minimal force. This can be attributed to the
realignment of loose geotextile fibers at start of

The large-scale apparatus shown in Fig. 3 is
equipped with a mixing station, pumping and delivery
station, and an observation station. The mixing
station comprises of a ① mixing tank and ② water
supply tank. Soil (Dredged soil or sand) and water
are combined in the mixing tank for the slurry
preparation. An electric agitator composed of a shaft
rod attached to an electric motor at one end and an
impeller at the other end is installed above the
mixing tank. The electric agitator blends the soil
and water mixture until a slurry material is
produced. In the pumping and delivery station a ③
hydraulic pump is used to draw the slurry from the
mixing tank via the ④ two-way slurry delivery pipe
system during the filling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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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a) Strain gauge installation details; (b) instrumentation placement, and; (c) data station
There are two filling options for the slurry into
the geotextile tube, through direct hydraulic pumping
or via the ⑤ gravity tank. For the hydraulic
filling, the slurry is hydraulically pumped into the
geotextile tube. Alternatively, geotextile filling by
gravity initially requires pumping the slurry from
the mixing tank to the gravity tank. An electric
agitator is also installed on top of the gravity tank
to continually agitate the slurry mixture. To fill
the geotextile tube, a gate valve at the bottom of
the tank is opened and the slurry is filled through
gravitation. In the case of gravity filling, the
pumping pressure will be based on the hydraulic head
of the slurry in the gravity tank. The hydraulic head
will be equal to the difference between the elevation
of the filling port and the elevation of the slurry
surface. For the present study, the geotextile tubes
were
filled
hydraulically.
The
experimental
observations for the geotextile tube models are made
in the observation station or the ⑥ test tank. The
steel tank floor have dimensions of 3 m x 5 m and can
be filled with water at a maximum height of 1.5
meters to simulate geotextile tube models under
submerged conditions. In both submerged and
non-submerged geotextile tube test cases, water from
the test tank can be recycled and reused for the next
experiment by pumping out the water back to the water
supply tank using submersible water pumps.
3.2 Instrumentation
In this study strain gauges (SG) were used to
monitor the development of stress and strain during
the experiment. The train gauges are placed on the
outer skin of the geotextile. The strain gauge is
attached to the geotextile skin in the same manner
shown in Fig. 4a along the transverse direction of
the tube to measure the tube’s circumferential
strain. The surface of the geotextile area where the
strain gauge will be attached should be cleaned.
Then a sufficient amount of chloroprene (CR)

adhesive (occupies at least about an area of 20mm x
50mm) is spread on the surface of the geotextile
skin. The strain gauge is then placed on top of the
applied CR adhesive. After the strain gauge is
secured, an N-1 coating is coated on top of the
strain gauge to cover the device. Lastly, the
attachment is covered with a VM tape for water
proofing. The section in the geotextile tube where
the strain gauges are placed is shown in Fig. 4b.
3.3 Procedure
In preparation for the slurry fill the dredged soil
and water are combined in the mixing tank. A 3:1
water to soil ratio slurry mixture (300% water
content) is used for both geotextile tube
experiments. The mixture was continually stirred by
the electric agitator to achieve an even mixture and
retain the desired slurry consistency. Concurrent
with the slurry preparation, the geotextile tube is
placed into position inside the test tank. The
geotextile tube is filled hydraulically. The tubes
are filled, dewatered and refilled again until the
dewatered height of the tube following the last
filling phase is approximately equal to 40 ~ 50% the
theoretical diameter of the geotextile tube. The
pumping pressure during filling was maintained at
30kN/m2. Measurements of the tube height and width at
each section are taken after filling (filled height &
width) and before refilling (dewatered height &
width) of slurry. The strain and pressure data are
collected via a data logger and monitored through a
desktop PC (Fig. 4c).

4. TEST RESULTS
During the experiment, the strain gauges were
oriented along the transverse direction of the
geotextile tube to monitor the development of
circumferential strain (Fig.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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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lusions are drawn:

Fig. 5 Strain gauge positioning on the geotextile tube
The data for the geotextile strain at SG-1 is shown
in Fig. 6. The readings indicates an increase in
geotextile strain during the filling process and
decreases during the dewatering process. Presumably,
minimal geotextile strain occurs at the bottom due to
the confining effect between the soil fill and
foundation. At the beginning of the test, this
assumption is proven accurate as represented by a
dash-dot line in Fig. 6.
The existing calculation methods available in the
literature assumed that the circumferential tensile
force of the geotextile container is constant (Liu &
Silvester, 1977; Leshchinsky et al., 1996; Plaut &
Suherman 1998). These assumption was made in order to
easily solve the plane strain membrane theory
problem. For the present study, the reading for the
topmost geotextile strain gauge is significantly low
for both geotextile containers and the strain gauge
data results shows a variation of strain deformation
along its circumference. This suggest that in reality
the circumferential tensile forces that causes these
deformations are non-uniform along the containers
circumferential length. It should be noted that the
fill material for the geotextile container considered
in the theoretical analysis is fluid. Hence, in the
case of the present study, the solidified soil fill
may have an influence to the strain variation
readings on geotextile tube’s circumference.

Fig. 6 Geotextile strain at SG

1

5. CONCLUSIONS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the following

(1) The tangential strain of the geotextile tube
varies around its circumference.
(2) The data readings are at minimal at the bottom of
the tube. Presumably the stretching of geotextile
at these locations are limited due to the
confining effect between the soil fill and the
foundation.
(3) Due to the variation of the strain distribution
on the geotextile skin, the circumferential
tensile force of the geotextile may as well be
non-constant.
(4) The geotextile strain increases as the value of
the coefficient of lateral pressure is increased.

ACKNOWLEDGEMENT
This research project is supported by the Research
and Development Policy Infrastructure Program (Grant
code: 12TRPI-C064124-01) funded by the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Republic of Korea

References
Cantré, S. & Saathoff, F. (2011). “Design Method
for Geotextile Tubes Considering Strain –
Formulation and Verification by Laboratory
Tests using Photogrammetry.” Geotextiles and
Geomembranes, 29, 201-210.
Brink, N.R., Kim, H.J. and Znidarcic, D. (2013).
“Consolidation Modelling for Geotextile Tubes
Filled with Fine-Grained Material.” GhIGS
GeoAfrica 2013 Conference, Accra, Ghana,
November.
Kim, H.,Won,M.,and Jamin,J.(2014a)."Finite-Element
Analysis on the Stability of Geotextile Tube–
Reinforced
Embankments
under
Scouring."Int.J.Geomech.,10.1061/(ASCE)GM.1943
-5622.0000420 , 06014019.
Kim, H.J., Won, M.S., Kim, Y.B., Choi, M.J. & Jamin,
J.C. (2014b). “Experimental Analysis on
Composite Geotextile
Tubes Hydraulically
Filled Underwater Condition.” Proc. Advances
in Civil, Environmental and Materials Research
(ACEM14), Busan, Korea, CD-ROM.
Koerner, G. R. & Koerner, R. M. (2006). “Geotextile
Tube Assessment Using a Hanging Bag Test.”
Geotextiles and Geomembranes, 24, 129-137.
Moo-Young, H. K., Gaffney, D. A. & Mo, X. (2002).
“Testing Procedures to Assess the Viability
of Dewatering with Geotextile Tubes.”
Geotextiles and Geomembranes, 20, 289-303.

- 50 -

온도변화에 따른 복합재료(GFRP)의 인장특성 변화 및 내화성능 증진
방법에 관한 연구
Studies on the tensile properties and fire resistance enhancement
method changes according to the temperature change of the composite
material.
권 민 호* · 서 현 수** · 임 정 희*** · 강 채 구****
Kwon, Min-Ho Seo, Hyun-Su Lim, Jeong-Hee Kang, Chae-Gu
ABSTRACT
Compared to steel of the same weight in steel concrete structures, fiber reinforced polymer (FRP) is known to have
greater strength and better resistance to corrosion. As such, it is being proposed as an effective structural material.
Despite its many advantages, FRP has not been rapidly adopted in civil structures. This is because it is more expensive,
prone to brittle fracture, and has weak fire resistance. To examine changes in the mechanical properties of FRP and the
effectiveness of fire resistant coating, this study conducted tensile tests on coated and uncoated specimens over varying
temperature. Glass fiber has excellent fire resistance since it does not melt or burn at high temperatures. However, epoxy
is unable to withstand exposure to temperatures exceeding the transition temperature, thus leading to unsatisfactory
structural performance and fire resistance. This study investigated the behavioral changes in FRP by exposing the
specimens to temperatures ranging from room temperature (approx. 25℃) to 300℃, so as to improve the fire resistance
of epoxy.
Key W ords: FRP, Fire resistant coating, Glass fiber, High tem perature

1. 서 론
철근의 부식은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의 수명을 단축시
키는 원인 중 한 가지로서 고용기간 중에 많은 유지 관리
비용을 발생시키고 있다. 그래서 동일한 중량을 갖는 철
근에 비하여 고강도이며 내부 식성이 뛰어난 것으로 알려
져 있는 섬유 복합재료(Fiber Reinforced Polymers, 이하
FRP)가 최근의 효과적인 대체재로 제안되고 있다.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FRP를 토목 구조물에 적용하려는 노력
은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그 원인으로는 FRP가 강재에
비해 고가인 점과 파괴 형태가 취성적이며 내화 성능에
약하다.
본 연구는 보강 재료로 사용되는 복합재료(FRP)의 역
학적 성질 변화와 유리섬유의 내화성능 증진을 위한 시편
에 내화코팅재를 바른 후 인의적인 온도를 적용하여 실험
시편을 가열시킨 후의 역학적 성질을 알아보고자 한다.

온(약25℃), 100℃, 150℃, 200℃, 250℃, 300℃의 열로
가열시킨 후에 재료실험기를 이용하여 인장실험을 수행하
였다. 실험에 사용된 내화코팅재는 (주)한두화이어코트
의 Fire X200을 사용하였다. 실험시편의 제작은 공장에
서 진공상태의 고온고압으로 제작되었다. 제작시의 온도
는 120∼200℃이므로 이와 같은 온도의 외기 노출 시에
재료의 역학적 성질이 변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험방법으
로는 시편자체를 가열로(고온챔버)에서 높은 외기온도에
노출시키는 방법으로 실시하였으며, 설정한 적용온도에서
90분 동안 지속적으로 노출되도록 하였다. Fig. 1 은 공
장제작용 복합재료 인장시편을 보여주고 있다.

2. 실험방법
온도변화에 따른 공장제작용 복합재료(GFRP)의 역학적
성질변화를 평가하기 위하여 일반 FRP 실험시편과 내화코
팅재를 바른 FRP 시편에 인위적으로 적용온도를 각각 상
* 정회원 ․ 경상대학교 공과대학 토목공학과 공학연구원 교수, E-mail: kwonm@gnu.ac.kr
** 정회원 ․ 경상대학교 공과대학 토목공학과 박사과정, E-mail: flyfromyou00@gmail.com
*** 정회원 ․ 경상대학교 공과대학 토목공학과 박사과정, E-mail: jung5095@gmail.com
**** 정회원․ 경상대학교 공과대학 토목공학과 석사과정, E-mail: kangck100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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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험결과

(a)General specimens

(b)right. Refractory coating
specimens

Fig. 1 Factory composites tensile specimen
위 Fig. 1에서 (a)시편은 일반 시편이고 (b)시편은 내
화코팅재를 바른 시편이다. 시편이 고온 노출된 후 모습
은 아래 Fig. 2에서 보여주고 있다. 시편이 300℃에 노출
되더라도 외관상 변화는 거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아주 국부적인 매트릭스의 분리와 단단한 정도인
경도의 차이가 미소하게 감지되었으므로 고온 노출을 종
료하고 인장 실험을 실시하였다. 아래 Table 1.은 시편의
종류를 나타내고 있다. N시편이 내화코팅재를 바르지 않
은 일반 시편을 나타내고 W시편이 내화코팅재를 바른 시
편을 나타낸다.

각 온도에서 인장실험을 한 결과를 Fig. 3과 같이 응
력-변형률 곡선으로 작성하였다. 실험 결과 200℃ 이하의
온도에서는 모든 시편이 별다른 반응이 없는 것으로 나타
났다. 250℃ 시편부턴 최대 응력이 줄어들고 변형률이 증
가하는 양상을 보였으며, 300℃일 때 최저 응력과 최대
변위를 보였다. 250℃의 온도부터 그래프의 형상도 비선
형 형태를 보였다. 이는 FRP의 강화재인 유리 섬유는 고
온에서도 녹거나 타지 않으므로 내화성능에 우수한 면이
있지만 모재인 에폭시는 전이온도 이상의 온도 노출 환경
에서는 높은 열에 견디지 못하고 소화되기 때문에 구조적
인 성능이 저하되어 내화성능에는 나쁜 영양을 끼치는 것
으로 보인다.
내화코팅재를 바른 시편은 동일 온도에서 일정이상의
보강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약200℃ 이상
의 화재상황에 대한 고온에 노출될 때를 대비하여 내화코
팅재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된다.

Fig. 3 Stress cersus strain curves

4. 결론
Fig. 2 High-temperature exposure test specimen
Table 1. Plant specimen types for production
시편No

온도(℃) / 노출시간(min)

N-25

W-25

25 / -

N-100

W-100

100 / 90

N-150

W-150

150 / 90

N-200

W-200

200 / 90

N-250

W-250

250 / 90

N-300

W-300

300 / 90

수지

폴리에스테르수지

섬유

유리섬유

본 연구는 내화코팅재를 바른 FRP시편에 인위적으로
온도를 가한 뒤의 인장특성을 파악하였다.
1) FRP 시편이 고온에 노출되면 강성이 줄어들고 연성
이 증가하는 형태를 보인다.
2) FRP가 200℃ 이하의 온도에 노출 될 때는 재료의
구조적인 특성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3) 250℃ 온도에 노출된 시편은 응력 9%, 변형룰 11%,
300℃ 온도에 노출된 시편은 응력 19%, 변형률 7%의 보강
효과를 증진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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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텐셔닝 인장재를 적용한 Cap Deck 합성슬래브의 휨성능 실험
Experimental Study on Flexural Performance of Cap Deck Composite
Slabs applied the Pre-Tensioning Tension Elements
최 성 훈* · 이 승 재** · 김 도 균*** · 원 용 호**** · 최 성 모*****
Choi, Sung-Hoon · Lee, Seung-Jae · Kim, Do-Kyun · Won, Yong-Ho · Choi, Sung-Mo
ABSTRACT
These days, the Composite Slabs with Deep deck plate was commonly used in domestic construction site, and, the
application of the Slim Floor system was increased from the Enlargement and High-rise Building. But, Slim Floor system
using the deep deck was shown safety problem caused by the deflection and local buckling in construction phase when
used to more than 6m. Therefore, for solving the problem, the installation of the shores is essential. This study is realize
the long span slab without shores from control the deflection through applied the pre-tensioning elements in cap deck. In
addition, by applying the pre-tensioning member as the tensile member of the Cap Deck composite slab, the
pre-tensioning member for the shores tries to be used as the structural member. Accordingly, to determine the flexural
performance of the Cap deck composite slab through the pre-tensioning force in tensile member, and, the composite
effect of the cap deck composite slab by the experiments.

Key W ords: Composite, Slab, Pre-tension, Flexural Perform ance, Cap Deck

1. 서 론
2. 프리텐셔닝 Cap Deck 합성슬래브 휨 실험
최근 국내 건설 현장에서 Deck Plate의 활용이 보편화
되고, 건축물의 대형화, 고층화가 진행됨에 따라 Slim
Floor 공법의 적용이 늘어가고 있다. 그러나 Deep Deck를
사용하는 Slim Floor 시스템은 6m 이상의 장스팬에 사용
될 경우에 시공 단계에서 처짐 및 국부좌굴 등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가설지주의 설치는
필수적이다. 본 연구는 Cap Deck에 프리텐셔닝 부재를 도
입하여 장스팬 시공 시 처짐을 제어하여 무지주 공법을
실현하고자 한다. 또한 프리텐셔닝 부재를 Cap Deck 합성
슬래브의 인장재로 적용하여 가설을 위한 프리텐셔닝 부
재를 구조체로 사용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실험을 통해
Cap Deck 합성슬래브의 Deck Plate 합성 효과 및 인장재
의 프리텐션 가력 유무에 따른 휨 성능을 파악하고자 한
다.

Fig 1. Slim Floor System
*
**
***
****
*****

2.1 실험 개요
본 실험은 프리텐션이 도입된 Cap Deck 합성슬래브에
대한 휨 성능 실험으로써, Cap Deck의 합성 효과와 프리
텐션 도입에 따른 휨 성능을 파악하고자 진행하였다. 실
험체는 Cap Deck의 단위 폭 600mm, 실험체 길이는 7.7m,
9.2m 의 길이의 규격으로 제작하였으며 SD400, SWPR 7B
강연선, 1.2t Cap Deck (235MPa), 30MPa 콘크리트를 사용
하였다.
2.2 실험 방법
Cap Deck 합성슬래브의 휨 성능을 파악하기 위한 실험
으로 중앙부에 전단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2점 단조 가력
으로 진행하였다. 또한 예상 휨 내력 및 전단내력을 검토
하여 가력 하중으로 인해 실험체 단부에서 전단파괴가 일
어나지 않도록 가력 지점 거리를 2m로 하였다.
2.3 실험체 변수 및 리스트
실험체 제작 변수는 Deck 합성 유무, 프리텐션 도입
유무 및 도입 하중, 인장재 종류, 스팬을 변수로 하였으
며 이에 따른 실험체 리스트는 Table 1, 실험체 형상은
Fig 2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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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회원․ 서울시립대학교 건축공학과 석사과정, E-mail: altair1739@nate.com
제일테크노스 부사장, E-mail: jihc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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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합성슬래브 구조 성능 평가
자재의 공칭강도를 통해 구한 예상 파괴 하중보다 실
험시의 가력 하중이 높게 나왔으며, 이를 통해 Deck
Plate 합성 효과에 따른 휨 성능의 증가와 휨 성능에 프
리텐션이 도입된 인장재가 미치는 영향을 확인 할 수 있
었다. 먼저 Deck Plate 합성 효과에 따라 약 110%의 휨
성능의 증가를 볼 수 있었으며, 인장재에 프리텐션을 가
함에 따라 휨 성능은 약 0~10%의 감소를 보였다. 9.2m 실
험체의 경우 프리텐션 유무에 따른 휨 성능의 감소를 보
이지 않았다.

370

66

250

75

a) Elevation

600

b) Cross-section
Fig 2. Shape of specimen
Table 1. Specimen list
Deck 합성
No. 실험체 규격
인장재 도입 장력
유무
1
X
X
2
철근 HD19
3
600mm
7ton
4 × 7,700mm
4ton
O
SWPR
5
7ton
7B-12.7mm
6
600mm
X
O
철근 HD22
7 × 9,200mm
7ton

5. 결론
Cap Deck
두께

1.2mm

3. 실험 결과
실험체의 예상하중은 T형 단순보로 가정하여 산출하였
으며 Cap Deck 는 상·하부 Flange와 중앙부 Web로 나누
어 해당 위치에서 완전합성되어 인장재 역할을 한다고 가
정하였다. 예상 하중 산정 식은 식1과 같으며 예상 하중
과 실험 가력 하중은 Table 2에 정리하였다. Fig 3은 실
험 결과에 대한 P-Δ Curve를 나타낸다.


(1)
            


Table 2. Results of Experimental
No. 예상하중(kN)
가력하중(kN)
1
36.92
51.78
2
88.68
109.11
3
73.52
98.63
4
80.24
97.4
5
89.98
97.5
6
64.88
69.66
7
62.2
69.66

Fig 3. P-Δ Curve

가력하중/예상하중
1.4
1.23
1.34
1.21
1.08
1.07
1.12

본 실험은 프리텐셔닝 인장재를 도입한 Cap Deck 합성
슬래브의 휨 성능을 검토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
다.
1) Cap Deck 합성 효과에 따른 휨 성능은 약 110%의
증가를 보였으며, Cap Deck의 전 단면이 충분히 일체화되
어 인장재 역할을 하는 것을 보였다.
2) 프리텐셔닝 인장재를 도입에 따라 휨 성능은 최대
약 10%의 감소를 보였으며, 이에 따라 프리텐션 도입에
따른 휨 성능 저감은 미비한 것을 볼 수 있었다.
3) Cap Deck 합성 작용은 Slim Floor System의 구조 성
능을 향상시키며 처짐 제어를 위한 프리텐셔닝 인장재는
구조재로 사용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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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 또는 강연선에 프리스트레스 하중이 가해진 춤이 깊은 데크의 거동
Behavior of Deep Deck due to Prestress load of Strand and Re-bar
이 승 재* · 최 성 훈** · 안 유 리*** · 경 제 환**** · 최 성 모*****
Lee, Seung-Jae · Choi, Sung-Hoon · Ahn, Yu-Ri · Gyung, Jae-Hwan · Choi, Sung-Mo
ABSTRACT
Recent increases in the use of Deep Deck, and the study was carried out much of the Deep Deck in the country.
Research is the most studies on the behavior of the composite slab after the concrete is cured. However, the large stress

is generated in the work load(150  ) at the time of pouring concrete. The Deep Deck does not satisfy the
provisions of deflection during construction when applied to more than 6.0m span. In this study, installed a strand or
reinforcing bar at the bottom of the Deep Deck. The pressing force of tension on the strand and rebar was carried out
an experiment to produce an upward deflection of the Deep Deck. The loading experiment was carried out and the
pressing force the UTM load.
Key W ords: key words, key words, key words, key words

1. 연구배경 및 목적
고층건물의 공사비를 절감하여 경제성을 확보하는데에
있어 층고절감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이에 구내에서
변단면H형강과 춤이 깊은 데크를 이용한 슬림플로어 공법
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하지만 6m 이상의 스팬에 적
용 될 경우 시공하중에 의한 처짐(L/180, 30mm)이 발생하
여 동바리 설치가 필요하다.

Fig. 1
본 연구는 현장에 7.5m 이상 춤이 깊은 데크가 적용
될 경우 시공 시 처짐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프리스트레
스부재(PC강연선 또는 철근)를 이용하였다. 춤이 깊은 데
크의 단부에 프리스트레스 부재 설치 후 인장 도입을 하
여 상햠처짐을 형성하여 상대처짐을 줄이는 방안을 고안
하였으며, 프리스트레스 부재를 하부 철근 대용으로 사용
하기 위해 데크 골당 2개씩 설치하였다. 또한 시공단계
하중(콘크리트 중량+시공하중)재하 시 춤이 깊은 데크와
프리스트레스 부재가 일체화 거동을 할 수 있도록 격막판
을 데크 골에 설치하여 처짐성능을 파악하고자 한다.

2. 실험 계획
2.1 실험체 계획
본 실험에 대한 변수는 프리스트레스 부재와 스팬길이
로 표1과 같다. 실험체 제작에 사용된 춤이 깊은 데크는
국내 J사에서 생산하는 단부절곡형 춤이 깊은 데크

(Camber:L/600)를 사용하였으며, 현장 시공성을 고려하여
프리스트레스 부재를 직선으로 배치하였, 정착 위치는 춤
이 깊은 데크의 단부에 형성하였다. 정착구는 그림 2와
같이 데크가 박판인 것을 고려하여 데크 웨브를 앵글로
보강하였으며, 그 위에 정착구(앵글)를 설치하였다.
Table 1. Specimen List
스팬
정착구
실험체명
프리스트레스 유무
길이
규격
7.5-N-S
X
7.5m
7.5-P-S
O(강연선 12.7mm)
7.5m
ㄱ-95×
95×6
7.5-P-R
O(철근 19mm)
7.5m
9.0-P-R
O(철근 22mm)
9.0m

(a) Reinforcement angle
(b) Anchorage
Fig. 2 Shape of Anchorage
2.2 예상 처짐
프리스트레스 부재의 인장력 도입량은 예비실험을 통
해 데크 단부가 좌굴되는 시점인 최대 도입인장력(78kN)
에 안전율을 고려하여 70kN을 도입하였으며, 프리스트레
스에 의한 상향처짐 식은 식(1)과 같다.
  
(1)
∆
 
∆ : 상향 처짐
 : 스팬길이
 : 중립축으로부터 프리스트레스 부재의 편심거리
 : 탄성계수
 : 단면2차모멘트

* 학생회원․ 서울시립대학교 건축공학과 석사과정, E-mail: altair1739@nate.com - 발표자
** 학생회원 ․ 서울시립대학교 건축공학과 석사과정, E-mail: csh5782@nate.com
*** 정회원․ ㈜목양종합건축사사무소 사원, E-mail: ahnyuri@myeng.co.kr
**** 정회원․ ㈜제일테크노스 부장, E-mail: 991150692@hanmail.net
***** 정회원․ 서울시립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E-mail: smc@uo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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춤이 깊은 데크에 시공 단계 하중(콘크리트중량+시공
하중) 작용 시 하향처짐은 식(2)와 같으며, 실험체에 프
리스트레스 가력 시 예상처짐은 표2와 같다.
 
(2)
   

처짐계수
C
처짐
산정용
계수, K



(a) 7.5-N-N

 ≻  : C=1.2-실제폭(  )이 유효폭(  )보

다 큰 경우
 ≤  : C=1.0-실제폭(  )이 유효폭(  )보
다 작은 경우
고정하중
    
단순보 경우 : 
시공하중
  
데크
탄성계수

전단면2차모멘트

Table 2. Expected Load and Deflection
도입인 예상상향
예상
실험체명
장력
처짐
하중
7.5-N-N
103kN
7.5-P-S
70kN
-12.90mm
103kN
7.5-P-R
70kN
-12.57mm
103kN
9.0-P-R
70kN
-17.88mm
126kN

예상하
향처짐
55.68mm
50.22mm
46.18mm
93.78mm

2.3 하중가력 및 측정방법
각 실험체의 인장력 도입은 중공형실린더 또는 렌치를
이용하여 인장하였으며, 도입인장력 측정은 유압셀 또는
Strain Gauge로 측정하였다. 하중재하는 UTM으로 단순가
력하였으며, 단순지지 조건으로 등분포하중을 실험상에서
구현하기 어려워 하중을 이둥분하여 L/4 두지점을 가력하
였다. 변위측정은 중앙부와 L/3지점에서 측정하였다.

Fig 3. Pressing force load position

3. 실험 결과 및 분석
3.1 하중-변위 관계 및 파괴형상
하중 가력은 1000ton U.T.M을 사용하여 단조가력 하였
으며, 최대 내력의 70%로 내력감소될 때 실험을 종료하였
다.그림4는 실험체의 하중-변위 관계로 격막판 설치로 인
한 횡구속력으로 인해 내력차를 보이고 있지만, 9.0-P-R
실험체를 제외한 실험체들의 초기강성은 유사한 거동을
나타내고 있다.
각 실험체의 파괴형상은 그림5와 같으며 프리스트레스
및 격막판이 설치 되지 않은 7.5-N-N실험체는 가력지점에
서 좌굴이 발생하였으며, 이를 제외한 나머지 실험체는
모두 동일하게 중앙부와 가력지점 사이에서 압축을 받는
상부 플렌지에서 좌굴된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b) 7.5-P-S

(c) 7.5-P-R
(d) 9.0-P-R
Fig. 5 Failure Shape
3.3 분석 및 고찰
프리스트레스와 격막판이 적용되지 않은 실험체보다
프리스트레스와 격막판이 적용된 실험체의 내력이 상한치
를 보이고 있지만, 초기강성의 차이는 유사한 결과를 가
지고 있다. 격막판 설치는 춤이 깊은 데크의 횡방향 변위
는 제어하여 내력을 상승시키는 결과를 예상할 수 있다.
Table 3. Experimental Results
실험체명
7.5-N-N
7.5-P-S
7.5-P-R
9.0-P-R

Pu (kN)
77.67
89.39
90.62
71.51

Pu_disp(mm)
56.37
61.85
66.36
82.51

4. 결 론
프리스트레스가 적용된 춤이깊은 데크의 하중재하 실
험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프리스트레스가 적용되지 않은 7.5-N-N실험체에
비해 격막판이 설치된 7.5-P-S, 7.5-P-R 실험체의 내력이
약 17% 크게 나타났기 때문에 격막판은 내력 상승에 효과
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2) 격막판 설치로 인한 단면 일체화 성능은 9.0-P-R
실험체를 제외한 처짐이 5% 차이 이내로 효율성이 크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처짐성능은 9.0-P-R실험체를 제외한 나머지 실험
체는 유사한 거동을 나타내나, 프리스트레스로 인한 상향
처짐을 고려 시 7.5-P-S, 7.5-P-R 실험체의 처짐은
24.15mm, 31.56mm로 프리스트레스로 충분한 처짐성능을
발휘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감사의 글
이 연구는 2014년도 국토교통부 국토교통기술사업화
지원사업의 연구비 지원에 의한 결과의 일부임. 과제번호
: 201405212002

References
AIK(1998), Composite Deck Slab Standard(Proposal),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
Jeon, S. H.(2012), Evaluation of Deflection under
Construction for End Stiffened Deep Deck Systems
with Cap Plate, Master Thesis.
Fig. 4 P- Curve

- 60 -

반복 하중을 받는 CFT 기둥-기초 연결부의
구조상세 개선을 위한 실험적 연구
An Experimental Study on the Structural Detail Improvement of
CFT Column-Foundation Connections under Cyclic Loading
황 원 섭* · 김 희 주** · 함 준 수***
Hwang, Won-Sup · Kim, Hee-Ju · Ham, Junsu
ABSTRACT
Generally, the Load of upper structures is transferred to concrete foundations through columns supporting them. So, the
anchor connection system is usually adopted in order to connect the columns and the concrete foundations. To apply this
system, the column-foundation connections need to be designed with enough stiffness. This study was experimentally
conducted to effectively improve the structural detail of circular CFT column-foundation connections, to which axial and
lateral load simultaneously apply. For this study, the test specimen with a general anchor and an anchor frame, and the
specimens with the high-tension bolt and inner reinforcement were fabricated. In addition, double base plates were
adopted to have the enough stiffness of connections. The behavioral characteristics and the failure mode were investigated
and compared, and the improvement of structural detail of circular CFT column-foundation connections was suggested.
Key W ords: anchor connection system , high-tension bolt, inner reinforcem ent, double base plates

1. 서 론
교량의 상부구조물을 지지하는 기둥에는 상부구조물의
자중에 의한 연직방향과 바람 및 지진 등에 의한 횡방향
하중이 동시에 작용한다. 일반적으로 이와 같은 하중을
지지하기 위해 이중 베이스플레이트를 적용한 앵커 연결
형식을 통하여 기둥과 콘크리트 기초를 연결하고 있다.
이때 앵커 연결부의 충분한 강성을 확보하기 위해 앵커가
2열, 3열로 배치되고 콘크리트 기초 내부에 앵커프레임이
설치되는 복잡한 구조상세를 갖게 된다.
CFT 기둥-기초 연결부에 대한 기존 연구는 황원섭 등
(2013)은 이중 베이스플레이트를 갖는 기둥-기초 연결부
의 합리적인 리브상세 대하여 수치해석적 방법을 사용하
여 연구하였으며, 김희주 등(2014)은 내부 철근으로 보강
된 CFT 기둥-기초 연결부의 거동 특성을 수치해석적으로
비교·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CFT 기둥-기초 연결부의 구조상세를 실
용적이고 경제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실내 실험을 수행
하였으며, 거동 특성 및 최종 파괴 형태를 비교·분석하
여 CFT 기둥-기초 연결부의 구조상세 개선안을 제안하였
다.

개선을 위하여 그림 1과 같이 5개의 시험체를 제작하였
다.
Fig. 1(a)의 H-NF는 구조상세 개선을 위하여 고장력
볼트를 적용한 시험체로 일반 앵커 대신에 고장력 볼트를
설치하고 앵커프레임을 제거하였다. Fig. 1(b)는 기존의
앵커 연결형식인 일반 앵커와 앵커프레임을 적용한 시험
체이며, 그림 1(c)의 H-ST는 콘크리트와 앵커의 부착성능
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고장력 볼트의 묻힘 깊이 절반까지
스터드를 설치하였고, 상부 베이스플레이트에 너트를 설
치하여 리브에 작용하는 압축력을 고장력 볼트가 분담하
게 하였다. 그림 1(d)와 그림 1(e)는 기둥-기초 연결부의
연결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내부 보강형 시험체로 H-IB
는 고장력 볼트와 내부 철근을 설치하였고, H-IA는 고장
력 볼트와 내부 앵커를 설치하였다.

2. 시험체 제원 및 재하실험
(a) H-NF

2.1 시험체 상세제원
반복 하중을 받는 CFT 기둥-기초 연결부의 구조상세

* 정회원 ․ 인하대학교 사회인프라공학과 교수 , E-mail: hws@inha.ac.kr - 발표자
** 정회원 ․ 인천대학교 방재연구센터 연구원, E-mail: koyohj@nate.com
*** 정회원 ․ 인하대학교 토목공학과 박사과정, E-mail: nuljoahe@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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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M-AF

3. 실험결과
3.1 하중-변위 관계

(c) H-ST

Fig. 4는 H-NF의 하중-변위 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인장 재하시 안정적인 강도 특성을 보이고 있는 반면, 압
축 재하시에는 기둥 하부의 좌굴에 의해서 핀칭현상이 발
생하였다. Fig. 5의 M-AF의 경우, H-NF에 보다 강도와 변
형 성능이 크게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앵커
의 인장파괴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H-ST의 하중-변위 관계는 Fig. 6에 나타내었으며, 강
도 특성은 H-NF와 유사하게 발생하였다. 그러나 H-ST의
경우, 압축 재하시 핀칭현상이 H-NF에 비해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Fig. 7과 Fig. 8은 내부 보강형인 H-IB와 H-IA의 하중변위 관계이다. H-IB의 경우, 인장 재하시 H-NF와 거의
유사한 강도 특성을 보이고 있으나, 압축 재하시 핀칭현
상이 크게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H-IB의
변형 성능은 H-NF에 비해 우수하다고 판단된다. H-IA의
경우, 안정적인 강도 특성을 보이고 있으며, 핀칭현상 또
한 크게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기둥 하
부에 발생한 좌굴에 의해 강도가 감소하며, 핀칭현상이
H-IB에 비해 크게 발생하였다.

(d) H-IB

(e) H-IA
Fig. 1 Shape of Specimens
2.2 반복재하실험
Fig. 2는 CFT 기둥-기초 연결부의 실험 전경을 나타낸
다. 축하중의 경우, 최대 축하중인 75,000kN의 20%인
1,500kN을 1,000kN 용량의 액츄에이터 2개를 사용하여
750kN씩 분담하여 실험 종료까지 일정하게 가력하였으며,
횡하중은 2,000kN 용량의 액추에이터를 사용하여 변위제
어를 통해 Fig. 3과 같이 반복하중을 재하하였다.

Fig. 4 Lateral load-displacement relation (H-NF)

Fig. 2 Test setup view

Fig. 5 Lateral load-displacement relation (M-AF)

Fig. 3 Cyclic loading sequ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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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너트를 설치한 시험체로, 최종 파괴는 Fig. 11과 같이
추가 설치된 너트에 의해 고장력 볼트에 좌굴이 발생하였
다.
Fig. 12와 Fig. 13은 각각 내부보강형인 H-IB와 H-IA의
파괴 형상을 나타낸다. 두 시험체 모두 내부보강 효과로
인해 H-NF에 비해 베이스플레이트의 들림이 적게 발생하
였으며, 최종 파괴는 기둥 하부에 좌굴이 발생하였다.

Fig. 6 Lateral load-displacement relation (H-ST)
Fig. 9 Failure mode (H-NF)

Fig. 10 Failure mode (M-AF)

Fig. 7 Lateral load-displacement relation (H-IB)

Fig. 11 Failure mode (H-ST)

Fig. 12 Failure mode (H-IB)

Fig. 8 Lateral load-displacement relation (H-IA)
3.2 파괴 형식
Fig. 9는 H-NF의 파괴형상을 나타낸 것으로 최종 파괴
는 기둥 하부에 좌굴이 발생하였다. M-AF의 최종 파괴는
Fig. 10와 같이, 앵커의 인장파괴가 발생하였다. 이는 앵
커프레임의 높이 조절용 너트에 의해 일반 앵커의 유효길
이 감소하여 인장파괴가 발생하였다고 판단된다.
H-ST는 콘크리트 기초와의 부착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스터드와 압축력을 분산시키기 위해 상부 베이스플레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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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3 Failure mode (H-IA)

3.3 누적소산에너지 곡선
Fig. 14는 누적소산에너지 곡선을 나타내며, 내부보강
형인 H-IB와 H-IA가 다른 기둥-기초 연결부 형식에 비해
더 우수한 에너지소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
다.

Fig. 14 Accumulated dissipated energy curves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반복 하중을 받는 CFT 기둥-기초 연결
부의 구조상세 개선을 위해 실험을 통하여 구조적 거동과
파괴 형상을 비교·분석하였다.
(1) 기둥-기초 연결부의 강도와 변형 성능 측면에서,
앵커의 인장파괴는 가장 불리한 파괴형상임을 알 수 있
다.
(2) 상부 베이스플레이트에 너트 설치는 압축 재하시
핀칭현상을 감소시켰다. 그러나 그 효과는 미비한 것으로
판단된다.
(3) 내부 철근으로 보강된 시험체는 기둥 하부의 좌굴
에 의해 발생되는 핀칭현상이 가장 작게 발생하기 때문에
가장 효율적인 구조상세라고 판단된다.
(4) 내부 앵커로 보강된 시험체 또한 핀칭현상을 감소
시킬 수 있는 효율적인 구조상세라고 판단된다. 그러나
핀칭 현상은 기둥의 좌굴에 비례하여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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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교 SCP 합성거더 실물실험 연구
Full-Scale Experimental Study of Railway Bridge with SCP Composite
Girder
심 준 기* · 이 상 윤** · 김 정 호***
Sim, Jun-Gi · Lee, Sang-Yoon · Kim, Jung-Ho
ABSTRACT
In this study, a real-scale specimen of Steel-Confined Prestressed Concrete (SCP) composite girder was tested in a three
points bending. Furthermore, vibration tests were performed to verify the dynamic stability of the SCP composite girder
for railway bridges. The results of the experimental test were similar to stable rigidity behavior until the static actuator
limit load (6300 kN). That is, the SCP composite girder showed a stable rigidity behavior in the ultimate load (3,174
kN) as well as the service load (1,076 kN). Finally, the possibility of resonance of the SCP composite girder has been
found to be low.
Key W ords: SCP com posite girder, Railway bridge, Full-scale experim ental test, Static load test, Vibration test

1. 서 론
본 연구는 철도교 형식으로 제작된 SCP 합성거더에 대
한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본
합성거더의 실물 실험체를 제작하고 정․동적 재하실험을
실시하여 실험체의 구조적 거동을 검토하였다.
본 합성거더의 극한하중에 대한 안정성을 확인하기 위
해 정적 3점재하 실험으로 사용하중을 넘어 극한하중까지
가력하는 실험을 실시하였다. 또한, KTX, 새마을열차, 무
궁화열차, 틸팅열차가 200 km/h 이하거나 화물열차가 150
km/h 이하인 일반철도에 대해서 교량의 첫 번째 휨고유진
동수가 3 Hz를 초과시 국내 열차에 대한 교량의 공진발생
회피 하한치에 의해 공진발생위험이 없으므로 동적거동에
대한 검토를 생략해도 된다(Kim, S. I., 2008). 이에, 본
합성거더의 첫 번째 휨고유진동수를 확인하기 위한 동적
진동실험을 수행하였다.

2. 실물실험
2.1 실물 실험체
Fig. 1 Cross section of full-scale specimen.
실물 실험체로 제작된 본 합성거더는 내측거더로 Fig.
1은 본 합성거더의 횡단면 제원을 나타낸 것이다. 그리고
Fig. 2와 같이 교량 연장 50 m로 제작하였다.
Fig. 3과 같이 본 합성거더는 총 7 개의 덕트에 각각
15.2 mm 직경의 PS 강연선 22 가닥이 배치되며, 덕트 당
2997 kN(  =982 MPa)의 긴장력(jacking force)이 도입된
다.

2.2 정․동적 재하실험
정적 재하실험을 위한 변위계는 지간장의 1/4, 1/2,
3/4 지점에 각각 설치하였다. 정적 하중은 2 m의 간격을
갖는 두 개의 가력기를 이용하여 지간 중앙부에 작용시켰
다. 동적 진동실험을 위한 가속도계는 지간장의 1/4 지점
과 1/2 지점에 설치하였다.

* 정회원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구조융합연구소 선임연구원 , 공학박사, E-mail: sjk0605@kict.re.kr - 발표자
** 비회원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구조융합연구소 수석연구원 , 공학박사, E-mail: sylee@kict.re.kr
*** 정회원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구조융합연구소 선임연구위원, 공학박사 , E-mail: jhkim@kict.re.kr

- 65 -

Fig. 2 Longitudinal section view of full-scale specimen.

Fig. 3

Strand arrangement of full-scale specimen.
Table 1. The lower limit for dynamic stability in Korea.

3. 실험결과
Fig. 4는 본 합성거더에 극한 하중(약 6,300 kN)까지
재하하면서 지간 중앙부에 발생한 변위이다. 그 결과, 사
용하중인 1,076 kN뿐 아니라 설계상 극한 하중인 3,174
kN의 약 2배에서도 안정적인 구조적 거동을 보였다. 즉,
본 합성거더는 극한하중에 대한 충분한 안전성을 확보하
고 있다. 실험체의 공칭휨강도(    )에 대한 등가의
재하하중은 약 8,253 kN으로 하중 가력기의 용량의 한계
로 인하여 가력하지 못했지만, 최대 하중(약 6,300 kN)까
지 나타난 안정적인 하중-변위 거동으로부터 실험체는 설
계상의 극한 강도를 확보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Table 1은 공진 발생 회피 하한치로 최고 속도시 공진
가능한 구조물의 고유진동수가 3 Hz이하 이다. Table 2는
본 합성거더의 가진에 의한 고유진동수 측정 결과이다.
그 결과, 본 합성거더의 1차 진동모드에 대한 고유진동수
가 3.295 Hz로 3 Hz를 초과하여 일반철도에 대한 공진발
생회피 하한치를 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본 합성거
더는 철도교 적용시 공진 발생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판
단된다.

새마을호,
무궁화호,
틸팅열차
화물열차
KTX

유효
타격
간격

일반철도
최고
가능속도

최고 속도시
공진 가능한
구조물의 고유진동수

23.50
m

200km/h

2.364Hz

150km/h

2.987Hz

200km/h

2.971Hz

13.95
m
18.70
m

Table 2. The natural frequency of full-scale specimen.
1차 모드
3.295

2차 모드
10.986

3차 모드
20.507

1) 정적 재하실험 결과, 사용하중부터 가력기 한계 하
중까지 안정적인 강성의 변화를 보였다. 즉, 본 합성거더
는 휨강도에 대한 충분한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다.
2) 동적 진동실험 결과, 본 합성거더는 1차 모드에 대
한 고유진동수는 약 3.295 Hz로 공진발생회피 하한치를
넘어 공진 발생 가능성이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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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면 특성에 따른 CFT의 휨 거동 분석
Flexure behavior analysis of CFT according to the interface character
김 대 혁* · 한 상 윤** · 신 성 진***· 이 종 관****· 강 영 종*****
Kim, Dae-Hyeok · Han, Sang-Yoon · Shin, Sung-Jin · Lee, Jong-Kwan · Kang, Young-Jong
ABSTRACT
In this study, we study the behavior of CFT subjected to pure bending moment considering the interface character
between the materials. We assume that the interface between the materials has 2 cases, one is full-composite the other is
non-composite. Through the analysis of the FEM results, we find that CFT’s flexure behavior is unique compared to
other composite structures. There is almost similar CFT’s flexure behavior in the pure moment regardless of interface
character between steel and concrete. This is because there is no difference in the neutral axis of the full-composite and
non-composite in the CFT scetion.
Key W ords: CFT, Steel-Concrete interface, neutral axis, flexure behavior

1. 서 론
합성구조물은 서로 다른 재료의 장점을 조합하여 최대
한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합리적인 구조형식으로, 단
일재료로 구성된 구조물에 비해 설계와 시공에서 많은 장
점을 가진다. 특히, 강관 내부를 콘크리트로 충전한 콘크
리트 충전 강관은(Concrete Filled Steel Tube, CFT)은
외부 강관의 구속효과에 의해 충전콘크리트의 내력 상승
과 충전콘크리트에 의한 강관의 국부좌굴 보강효과에 의
해 부재내력이 상승하여 단면의 크기를 감소시켜줄 뿐만
아니라 구조물의 변형성능 및 내화성능 측면에서도 우수
한 구조물이다. 최근에는 이러한 CFT를 축력이 아닌 휨의
지배적인 영향을 받는 구조물에도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한 연구는 압축부재의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미
비하여, CFT의 휨 거동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CFT 휨 거동 분석을 일환으로, 강관과 콘크리
트 계면 특성이 CFT의 휨 거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
다.

Fig. 1 CFT section

2. 해석모델
수치해석에 사용된 CFT단면은 Fig. 1과 같으며, 강재
와 콘크리트 모두 Solid 요소로 모델링 하였다. 강재와
콘크리트 계면 특성을 완전 합성(full composite)과 비
합성(non composite) 2가지 case로 분류하여 고려하였으
며, 범용해석 프로그램인 ABAQUS 6.13을 사용하여 정적해
석을 수행하였다. CFT의 순수 휨 거동을 파악하기 위하
여, 하중 및 경계조건은 Fig. 2와 같이 4점 재하를 하였
으며, 순수 휨 구간[B]에서 CFT의 순수 휨 거동을 분석하
였다.
*
**
***
****
*****

Fig. 2 Load and Boundary Con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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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석결과
Fig. 3은 순수 휨 구간[B] 구간에서 CFT의 강재와 콘
크리트 경계면에서 상대 변형률 차이를 단면 위치에 따라
나타내 그림이다. Fig 3.(a)은 압축부, Fig 3.(b)는 인장
부의 상대 변형률 차이를 나타내었다.

순수 휨 모멘트에서는 상대변형률 값의 차이가 없는 것으
로 판단된다. 다만, 재하된 하중에 의한 국부적인 변형의
영향으로 재하부에 가까울수록 상대변형률 값의 변화를
보였다.

4. 결론
본 연구는 CFT 강관과 콘크리트 계면특성이 휨 거동
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 수치해석을 수행하였
으며,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CFT 재료간의 계면 특성을 합성 또는 비합성으로 고려
하한 수치해석 통하여, 휨 성능에 미치는 영향은 미비함
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다른 합성 구조물과 다르게 CFT
의 독특한 기하학적 단면으로 인하여, 재료 간의 계면 특
성에 관계없이 항상 동일한 중립축을 가지므로, CFT의 합
성과 비합성 거동에 관계없이 동일한 휨 거동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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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Difference of strain in the inter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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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 합성(full composite)의 경우 압축부와 인장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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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곡부를 가진 자유돌출판의 일축압축 좌굴응력 수치해석
Numerical Analysis on Buckling Stress of Press-Braked Steel Plate with
a Free Edge under Uni-axial Compression
김 태 봉* · 김 정 원** · 최 병 호***
Kim, Tae-Bong · Kim, Jung-Won · Choi, Byung H.
ABSTRACT
This study numerically investigates buckling behavior of press braked steel plates with a free edge. In order to improve
structural stability during construction, the top flanges of press-braked U section girder are laterally braced by the
installation of prefabricated half-deck. Thus, an unbraced length is taken as the longitudinal spacing of pockets on the
half-deck, which are to make composite section. This study performed 3D finite element analyses to evaluate an
equivalent effective width of cold-formed flange with a free edge. Through the parametric numerical analyses, the elastic
buckling stresses of the cold-formed flanges with rounded corner in the cross-section were compared with those of general
flat plates. Then, the equivalent effective width of the cold-formed (press-braked) flanges were numerically examined
for some representative cases.
Key W ords: Buckling, Com pression, Effective width, Free-edge plate, Press-braked plate, Rounded-corner, Stability

1. 서론
본 논문에서 대상으로 다루는 U형 모듈러 합성거더는
내부 구조가 단순함으로 인해 강재 후판을 절곡하는 방식
으로 강형 제작이 가능하다. 이로 인해 강형의 플랜지와
웨브판을 형성하는 데 절단이나 용접 등의 조립과정이 생
략되는데 반해, 냉간성형을 위한 한계반경에 의거하여 절
곡되므로 각 단면 부재는 필연적으로 절곡부를 가진다
(그림 1).
한편 본 U형 단면 강거더는 반두께 강합성 바닥판을
조기 합성하여 시공 중 구조안전성을 높이고 횡좌굴의 영
향을 최소화 하도록 하고 있다. 이 때, 합성을 위한 포켓
간격만큼 상부플랜지에는 면외방향 국부좌굴에 대한 비지
지 길이가 형성된다.
휨을 받는 교량 거더의 현행 설계기준 및 지침(2012)
은 용접제작을 염두한 각진 모서리부를 갖는 단면의 공칭
성능에 대해 주로 제시하고 있다. 그 중에서 자유돌출판
의 국부좌굴응력은 아래 식과 같다.(도로교설계기준 해설
, 2008)

나 유효성에 대해 명확하지 않으므로 곡면 모서리를 갖는
자유돌출판의 일축압축 좌굴응력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
다. 따라서, 본 논문은 절곡된 자유돌출판의 일축압축 좌
굴거동을 수치해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에, 절곡부
를 가진 자유돌출판의 해당 비지지길이 구간 내 국부좌굴
거동을 3차원 유한요소해석을 통해 평가하였다. 이로부터
좌굴응력에 대한 절곡 상세의 영향을 살펴보았다.


 
  
(1)

    

여기서,  : 유효폭-두께비

k: 자유돌출판의 좌굴계수(0.43)
E: 강재 탄성계수
 : 강재 포아송비

 

상기 식 (1)의 절곡된 자유돌출판에 대한 적용 방안이

Fig. 1 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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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치해석 모델링
본 해석모델은 그림 1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U형 모
듈러 강거더 중 절곡부를 가진 상부플랜지를 모사하였다.
유한요소해석 모델은 Fig. 2와 같이 절곡부를 가진 모형
(corner)과 비교를 위한 평판 모형(flat)으로 구현하였으
며, 각각의 단면제원은 Table 1과 같다. 등가 유효 폭-두
께비를 살펴보기 위해 동일한 두께의 자유돌출 평판 모형
을 모델링하고 비교 변수해석을 실시하였다 (그림 2의
(b) flat 타입). 이 때 bp는 Eurocode에서 냉간성형 부재
에 대해 제시하고 있는 유효폭을 의미한다.

부에 비해 미약한 수준일지라도 제한적이나마 면외방향
좌굴거동이 연동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또한 다중
구간에서 다소의 횡방향 거동도 나타나고 있어 향후 그
영향에 대한 검토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Table 1.
모델명
R12L6T12
R12L6T24
R12L12T12
R12L12T24
R13L6T18
R13L6T26
R13L12T18
R13L12T26

ri
(mm)
120

130

t
(mm)
12
24
12
24
18
26
18
26

bf
(mm)

bp
(mm)

bs
(mm)

lm
(mm)

300

280

207

93
(b)

300

270

184

(Sharp corner, Flat)

116
Table 2.
Fcr
모델명
R12L6
T12
R12L6
T24
R12L1
2T12
R12L1
2T24
R13L6
T18
R13L6
T26
R13L1
2T18
R13L1
2T26

Fig. 2
해석모델의 재료물성치는 탄성계수는 205,000MPa, 포
아송비는 0.3으로 현행 설계기준을 준용하였다. 본 수치
해석을 위해 범용프로그램인 ABAQUS를 이용하였으며 S4R5
판요소를 적용하였다. 경계조건은 세 모서리에 단순지지
조건을 적용하고, 하중은 자유돌출판의 길이방향 면내 등
분포하중을 양 단에 재하하였다.
해석모델의 종방향 길이는 포켓 간격에 의한 비지지길
이인 600mm를 기준으로 하고, 실제 거더는 다수의 비지지
구간이 존재하는 점을 감안하여 1200mm 모형도 함께 고려
하였다. 본 탄성좌굴 해석은 Lanczos 알고리즘을 사용하
여 수행하였다.

Comparison w/
corner (%)
bs/b
bp/b
bf/b

bf

Flat
bp

bs

24.8

16.3

17.8

27.5

65.7

71.8

110.9

36.2

31.6

34.5

52.3

87.3

95.3

144.5

25.5

11.9

17.9

27.7

46.7

70.2

108.6

37.1

23.1

34.8

53.0

62.3

93.8

142.9

36.4

24.1

27.6

48.4

66.2

75.8

133.0

43.6

34.0

38.8

67.0

78.0

89.0

153.7

37.4

24.3

27.8

48.8

65.0

74.3

130.5

44.9

34.5

39.3

68.0

76.8

87.5

151.4

Roun
ded

Table 2와 Fig. 4는 절곡 모형의 좌굴응력을 평판 모
형의 해석결과와 비교분석한 것으로써, 이로부터 절곡 플
랜지의 등가 유효 폭-두께비를 살펴볼 수 있다. 절곡부가
있는 플랜지의 좌굴응력은 bp를 기준한 평판으로써 고려
하면 보수적인 결과를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3. 해석 결과 및 분석
Fig. 3은 본 유한요소 해석을 통해 나타난 자유돌출판
모형의 전형적인 좌굴모드이다. 절곡(rounded) 모형이나
평판(flat) 모형에서 모두 공통적으로 해당 비지지구간에
서 반파장(half-wave) 사인 곡선의 면외 좌굴모드가 지배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단면 곡률이 있는 절곡부는 평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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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1 pp. 97-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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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ach, W.M., J.G. Teng., K.F. Chung. (2010) Effect of the
manufacturing process on the behaviour of
press-braked thin-walled steel columns, Vol.32, No.
11 pp. 3501-3515.
Fig. 4

-

4. 결론
본 논문의 해석연구 결과로부터 절곡된 플랜지의 유효
폭을 적절히 고려하는 것은 모듈러 거더의 성능평가에 매
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논
문에서 고려한 ri/t ≥ 5인 경우, 유효폭으로써 평탄부
만 고려하면 휨강도를 과다 평가할 수 있고, 반면 각진
단면(Sharp corner, Flat)으로써 가정하게 되면 30% 내외
좌굴응력을 과소 평가하게 되므로 지나치게 보수적일 수
있다. 따라서, 절곡하여 단면을 형성하는 거더에 합리적
으로 적용하도록 절곡반경-두께비에 따라 적정 유효폭을
제시하는 관련 지침의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추후, 본 논문과 같은 방식의 연구를 통해 충분한 변
수범위에 대해 검토된다면 곡면 모서리를 갖는 자유돌출
판의 유효 폭-두께비가 정립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 때, 비탄성구간을 고려하려면 절곡에 의한 기하하적
단면 특성, 잔류응력 및 초기변형, 재료특성 등이 반영되
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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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m 조합모듈교량 상부구조 이송에 따른 안전성
검토를 위한 해석적 연구
An Analytical Study for Safety Evaluation of 40m Combined
Modular Bridge Super-Structures Based on Transportation
Lifting Methods
박 성 민* · 박 찬 희** · 조 광 일*** · 정 우 영****
Park, Sung-Min · Park, Chan-Hee · Cho, Kwang-Il · Jung, Woo-young
ABSTRACT
This study presented the analytical safety evaluation of precast modular bridge super-structure, using standardized
modular members and robotic construction during the transportation routing and lifting conditions. In order to evaluate the
safety performance of the bridge system, linear and nonlinear 3D full scale Finite Element (FE) for 12 m and 16 m
standardized modular blocks was developed in ABAQUS and then analytical study was classified into two different
structural systems according to steel girder structures: 1) modular bridge block lifting method including the steel girder
system; 2) modular bridge block lifting method without the steel girder system. As a result, in analytical study, the
results revealed that the maximum stress of each modular member was in maximum allowable stresses, during lifting
condition. However, the stress concentration at the connected area was more critical in comparison to the behavior of
entire modular blocks both 12 m and 16m, during lifting time.
Key W ords: m odular block, 3D finite element, robotic construction, bridge
2.2 40m 조합모듈 상부구조 해석조건

1. 서 론
모듈러 교량 기술개발 및 실용화 기술은 선진 기술의 추격 또
는 기존 조립식 거더 교량의 단순한 개선이 아닌 세계 최초로
모듈러 기술을 적용한 영구교량을 개발하여 상용화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모듈러 기술은 레고
(Lego)와 같이 사전제작된 표준 부재들을 조합하여 다양한 모양
/기능의 전체 시스템을 구성하는 기술을 의미한다. 이러한 모듈
러 기술을 교량에 접목하면 경제성 개선, 사업기간 단축, 품질
안정, 유지관리 간편성 측면에서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강교량의 경우 거더의 제작, 운반, 거치의 과정이
이미 모듈화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며, 모듈의 운반 및 시공이 기
존의 강교량 연결기법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모듈러 교량
으로서의 적용은 크게 어렵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나, 제시된
40m 조합모듈 상부구조의 경우 현장제작 및 운반 시 발생 가능

Fig. 1 3-D Modeling & Finite Element Modeling

한 구조체의 거동 및 응력을 3차원 유한요소해석을 통해 검토하
였다.

이송시 하중조건으로는 자중만 고려하였으며, 체결구와
로프를 이용한 이송방법에 따른 경계조건은 Fig. 3과 같다.

2. 본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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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구조에 대하여 체결구(Hoist)를 이용한 이송시 발생하는 구
조체의 거동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강재와 콘크리트 중앙
부에서 발생된 처짐과 응력을 비교할 때 각각의 이송CASE별
구조 안전성의 경우 40m 조합모듈 이송시 CASE 1에 의한 이송
방법이 CASE 2에 의한 이송방법 보다 더 안전할 것으로 판단
된다.

Fig. 2 Load Conditions & Boundary Conditions
본 연구에서는 체결구와 로프를 사용한 이송방법에 대한 연
구로 진행되었으며, Fig 3은 각각의 CASE를 나타내고 있다.
(a) Steel + Concrete Slab Center Deformation

(a) Connections
(b) Steel Stress

(b) Analaysis Ligting Mathod
Fig. 3 Connections % Lifting Analysis Mathod

(c) Concrete Slab Stress

강재와 콘크리트에 사용된 재료 물성치는 Table 2과
같이 주어진다.

Fig 4 Analysis of Results

Table 2. Material Proper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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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강재거더를 포함하지 않은 40m 조합모듈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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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취성 재료로 구성된 합성구조의 시스템 신뢰성 해석
System Reliability Analysis of Composite Structures Consisting of
Quasi-brittle Materials
김 정 중*
Kim, Jung Joong
ABSTRACT
To evaluate system reliability of a composite structure consisting of more than two structural members, it is necessary to
identify that the members are connected to each others in parallel or in serial. Especially for parallel composite system, it
is also necessary to confirm that mechanical properties of materials for the members are brittle or ductile. For parallel
system of brittle materials, if one part fails, that part cannot resist load anymore and the whole load transfers to the
other part. However, for parallel system of perfectly plastic materials, if one part fails, that part can maintain the amount
of its maximum load capacity and the remaining load transfers to the other part. In this study, a methodology to
determine reliability index for composite structures consisting of quasi-brittle materials. By assuming quasi-brittle materials
as brittle or perfectly plastic materials, the upper and lower bounds of the reliability index can be determined. The
reliability index for parallel system of quasi-brittle materials is then determined by interpolating the upper and lower
bounds indices using ductility number extracted from stress-strain curves of quasi-brittle materials.

Key W ords: composite structures, system reliability analysis, quasi-brittle m aterials, ductility num ber

1. 서 론
구조적 성질이 다른 두 개 이상의 부재로 구성된 합성
구조의 시스템 신뢰성 해석을 위해서는 하중을 지탱하는
구조적인 연결이 직렬(serial) 합성구조인지 병렬
(parallel) 합성구조인지 확인하여야 하며, 병렬 합성구
조의 경우에는 구조부재의 재료적 성질이 취성(brittle)
인지 연성(ductile)인지도 확인하여야 한다. 재료의 성질
이 완벽한 연성인 병렬 합성구조에서는, 파괴된 부재도
일정한 하중을 지탱할 수 있다 (Melchers 1999). 반면,
취성재료로 구성된 병렬 합성구조에서는 파괴된 부재가
지탱하던 모든 하중을 다른 부재들이 추가적으로 지탱해
야 전체구조의 유지가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준취성(quasi-brittle) 재료로 구성된
병렬 합성구조의 신뢰성지수를 결정하는 방법을 제안하였
다. 준취성 재료의 응력-변형률 선도상의 파괴 후 하향곡
선의 정도에 따른 연성도(준취성도)를 이용하여, 취성재
료와 연성재료의 병렬 합성구조에 대한 신뢰성 지수들을
보간하는 방법이다.

2. 연구방법
2.1 신뢰성 지수
구조물에 작용하는 하중 P와 구조물의 저항능력 R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한계상태함수(limit state function)
G를 설정할 수 있다.



(1)

구조물의 파괴확률은 P와 R에 연관된 확률적 인수들의
결합확률밀도함수(joint probability density function)
를 한계상태함수를 위반하는 범위, 즉 G≤0일 경우에서
적분한 확률이다. 일반적으로 한계상태함수는 비선형 함
수이고 결합확률밀도함수는 정규분포가 아니기 때문에 파
괴확률의 정확한 적분은 매우 어렵다. 한계상태함수의 선
형화와 결합확률밀도함수의 정규화로 근사한 적분값을 쉽
게 얻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정규(normal) 결합확률밀도
함수를 표준화(standardized)한 함수의 원점에서 선형화
된 한계상태함수까지의 최단거리를 다음과 같이 신뢰성지
수(reliability index) β로 나타낼 수 있다 (MacGregor
1976).
  

 


(2)

식(2)에서, μ와 σ는 각각 해당 아래첨자 R과 P에 대
한 평균과 표준편차를 나타낸다. 표준 정규누적밀도함수
(standard normal cumulative density function)Φ로부터
신뢰성지수 β에 해당하는 파괴확률 pf를 식(3)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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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2 시스템 신뢰성 해석

보인 것처럼 식(4)와 식(5)에서 계산된 연성과 취성에 대
한 신뢰성지수들 사이의 값으로 나타날 것이다.

직렬 합성구조의 경우, 부재의 재료적 성질에 관계없
이 연결된 부재 중 하나의 부재만 파괴되어도 전체 시스
템이 하중을 저항할 수 없는 파괴상태가 된다. 반면, 병
렬 합성구조의 경우 하나의 부재가 파괴되어도 다른 부재
들이 하중을 지탱할 수 있다면 시스템은 유지된다. 파괴
후 완전소성(perfectly plastic)거동을 하는 부재로 이루
어진 병렬 합성구조에서 n개 부재 각각의 파괴확률이 pf,i
라면, 전체 시스템의 신뢰성지수는 식(4)와 같이 계산된
다 (Nowak and Collins 2000).


 

  

 







그러므로, 준취성 병렬 합성구조의 신뢰성지수는 연성
과 취성에 대한 신뢰성지수들을 식(7)에서 제안된 연성도
를 이용하여 보간하여 결정할 수 있다. 식(3)은 비선형함
수이므로, pf의 선형보간과 β의 선형보간 결과가 다르
다. 그러므로 γ=pf/β값을 식(9)와 같이 보간하여 준취
성 병렬 복합구조의 신뢰성지수를 결정한다.

(5)

사례연구를 통한 추가적인 연구가 진행중이다. 특히,
준취성 재료의 연성도 (준취성도)는 구속응력(confining
stress)의 영향을 받고 (MacGregor and Wight 2005), 삼
축압축응력 상태에서도 달라지므로 (Massart et al.
2005), 연성도 λ의 계산에 이러한 점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향후 시멘트, 폴리머와 같은 준취성 재료로 구성된
합성구조의 신뢰성 해석과 이를 바탕으로 한 설계에 유용
하게 사용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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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는 시스템 전체에 작용하는 총 하중이다.
2.3 연성도(준취성도)
준취성 재료의 파괴후 거동을 식(6)과 같이 선형하향
응력-변형률 관계로 나타낼 수 있다 (Scanlon and Murray
1974)
  
   for    and   


(6)

여기서, f와 ε는 응력과 변형률이고 아래첨자 p는 응
력-변형률 선도의 최대응력 지점을 나타낸다. α의 범위
는 1 부터 ∞로, 보간을 위한 가중치로 사용하기 위하여
0과 1사이의 값으로 변환하기 위하여 식(7)과 같은 연성
도를 제안하였다.
    exp  

(9)

      

(4)

파괴 후 하중을 전혀 저항할 수 없는 취성 부재로 구
성된 병렬 합성구조에서 n개 부재 각각의 저항능력이 Ri
라면 전체 시스템의 신뢰성지수는 식(5)와 같이 계산된
다.

max  
  




max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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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MW풍력발전타워 하부에 설치되는 출입문의 좌굴강도 특성 분석
Buckling Strength for Lower Segment of 3MW Wind Steel Tubular
Tower with Opening and Reinforcement
한 나* · 제 롬** · 박 종 섭*** · 강 성 용**** · 강 영 종*****
Reyno, Hannah · San Juan, Jerome · Park, Jong-Sup · Kang, Sung-Yong · Kang, Young-Jong
ABSTRACT
This study analyzes buckling in the lower segment of a tubular steel shell that exhibits the characteristics of a 3MW
wind tower with opening and reinforcement. Analytical method using parametric equations based on Eurocode 3 - Design
of Steel Structures and numerical method of finite element are used to analyze the critical meridional buckling stress.
ABAQUS, a finite element program, is used for the numerical method analysis. Four different cases of tubular steel
tower is modeled: without door opening and without reinforcement; with door opening and without reinforcement; without
door opening and with reinforcement; and with door opening and with reinforcement. Using the ABAQUS, a linear
buckling analysis is done for all cases to recognize five of its buckling mode shapes and its corresponding eigenvalues.
Mode shapes from the previous analysis are considered in performing the non-linear analysis using Static Riks. Buckling
capacity and its trends in the localized area near the opening is investigated, tabulated and shown in illustrative charts.
Moreover, comparison is made between the parametric and finite element analyses.

Key W ords: W ind Tower, Opening, Reinforcement, Buckling, Finite Element Analysis, Static Riks

1. Introduction
Buckling in thin shells has been widely studied
since this phenomenon could lead to large
displacements of structures and its inability of the
shell to carry applied loads. This particular study
investigates the meridional buckling strength of a
tubular steel tower that exhibits the characteristics
of a lower segment of a 3MW wind tower. This lower
segment features an opening that is necessary to
serve as access for maintenance inside the tower.
Elastic critical meridional buckling stress ( )
with such discontinuity is analyzed in this paper
using parametric equations and numerical method of
finite element. Parametric equation for  in all
cases is calculated according to BSI (2007), while
reflecting geometrical imperfections by introducing
meridional elastic imperfection factor ( ). This is
then reduced to meridional buckling design stress
( ) by incorporating stress design method. Cases
with opening have buckling stresses reduced according
to GL (2012) using a factor that takes such cases
into consideration. On the other hand, in finite
element method, a linear buckling analysis is done to

recognize five of its buckling mode shapes and its
corresponding eigenvalues. Mode shapes from the
previous analysis are considered in performing the
non-linear analysis using Static Riks.

2. Finite Element Modeling
Only the lower segment of a tubular steel tower
similar to the geometrical characteristics of a 3MW
wind turbine encountered in practice is modeled. The
model, standing at a height of 5.56 meters, consists
of two courses as shown in Table 1. The finite
element program, ABAQUS, was used to model the wind
turbine using S4R elements for the tubular tower and
S8R elements for the door opening due to its shell
thickness. These characteristics are configured in a
way that the structure remains in the elastic region
throughout the analysis. S355 structural steel with a
modulus of elasticity of 210 GPa and Poisson’s ratio
of 0.3, is the material used in modeling for both
tubular steel shell and door reinforcement of the
tower. Four cases of tubular segment are modeled:
Case I has neither opening nor reinforcement; Case II
has opening but has no reinforcement; Case III has n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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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ing but has reinforcement; and Case IV has both
opening and reinforcement.
Table 1. Lower Segment Dimension
Course No. H (mm) t (mm) do (mm) Length
Course 2
Course 1

2690
2870

40
40

4092
4190

Medium
Medium


0.535
0.533

3. Results and Conclusions

Fig. 2 Load-Displacement Curve
Table 2 shows the comparison of  between BSI

(A) Case I

(B) Case II (C) Case III (D) Case IV
Fig. 1 First Buckling Modes

Figure 1 shows the first buckling mode of all
cases. These modes, that represent the lowest
collapse load, are the chosen imperfection in
proceeding with the GMNIA analyses. Case II indicates
the least buckling capacity. Cases II and IV shared
the quality of having deviating critical buckling
stress capacities, while that of Cases I and III are
invariable despite contrasting eigenmode. All
buckling modes demonstrate local buckling. In Case I,
buckling consist of a number of axial half-waves and
circumferential full waves extending over the entire
cylindrical shell. This is a frequent result in
symmetrical
and
plain
cylindrical
shells.
Deformations for Cases II and III are obscure waves
that are localized in the immediate area of the
opening. Case IV displays a mix of few axial
half-waves and circumferential full waves found
throughout the cylindrical shell with a localized
deformation obscure in shape. Moreover, stresses
concentrate at the immediate area of the opening.

(2007) and eigenvalue analysis. BSI (2007) result for
Case I is adapted for Cases II and III since there is
no specific consideration for such cases. The results
produced for cases without opening from both analyses
are almost in agreement with a difference of 1.00% at
most. Moreover, reduction methods in obtaining 
of cases with opening can be proposed in further
studies. Finite element results show conservative
results in Cases I, II and III, but this can’t be
deemed accurate for Case IV. As plotted in Figure 2,
non-linear analysis has a 28.59% decline of critical
buckling capacity compared to linear analysis. Linear
buckling analysis provides a good starting point in
solving buckling collapse load, but non-linear
analysis delivers a more accurate assessment due to
the consideration of imperfe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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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omparison of Buckling Design Stresses
FEM
FEM
FEM
FEM
FEM
BSI
(2007) Mode 1 Mode 2 Mode 3 Mode 4 Mode 5

Case
I
Case
II
Case
III
Case
IV

 (MPa) 286.57 286.30 286.34 286.35 286.37 286.40
Diff. to
EN 1993-1-6

-

0.09% 0.08% 0.08% 0.07% 0.06%

 (MPa) 286.57 213.29 215.74 228.66 230.81 255.70
Diff. to
EN 1993-1-6

-

25.57% 24.72% 20.21% 19.46% 10.77%

 (MPa) 286.57 283.71 284.27 284.86 285.25 285.47
Diff. to
EN 1993-1-6

-

1.00% 0.80% 0.60% 0.46% 0.38%

 (MPa) 235.66 275.91 282.62 285.82 286.20 286.22
Diff. to
EN 1993-1-6

-

-17.1% -19.9% -21.3% -21.5% -21.5%

BSI (British Standards Institution) (2007), BS EN
1993-1-6:2007: Eurocode 3: Design of Steel
Structures - Part 1-6: Strength and Stability
of Shell Structures, BSI, London, UK.
Dimopoul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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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n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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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imental investigation of buckling of wi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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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굴강도를 고려한 수평곡선I형 거더시스템의 가로보간격에 대한 고찰
A Investigation on the Cross-Frame Spacing Limit for Horizontally
Curved I-Girder Systems with respect to Global Buckling Strength
엘 에 이* · 알 버 트** · 박 종 섭*** · 이 기 세****· 강 영 종*****
Nicolas, Lay Allen · Surla, Albert · Park, Jong-Sup · Lee, Ki-Sae · Kang, Young-Jong
ABSTRACT
In curved I-girder systems, stability is mainly provided by interconnecting cross-frames or diaphragms. These members act
as primary load carrying component thus proper design and analysis must be made. This study proposes improvement on
the existing cross-frame spacing limit for horizontally curved girder systems utilizing buckling capacities. Eigenvalue
analysis was conducted using the finite element program, ABAQUS. Maximum cross-frames spacing (Smax) was
computed with varying degree of curvature, flange width-to-depth ratio (  ) and span length-to-depth ratio (L/d). Models
were then generated and their buckling modes and critical buckling capacity ratios were obtained. Lastly, a suggestion
was developed based on the results of the finite element analysis to provide a better guide on the design of cross-frame
spacing limit. The suggested limit was then compared to the existing cross-frame limit to verify the improvement on the
cross-frame spacing.
Key W ords: Buckling, Curved Girders, Cross-Frame Spacing Lim it, Finite Elem ent Analysis

1. Introduction

of the elastic analysis.

The most commonly used member for horizontally
curved bridges is steel I-girders. Unlike box
girders,
I-girders
provide
minimal
torsional
resistance and can only be considered stable if they
are connected with other girders using cross-frames
or diaphragms (Linzell et al., 2004). Studies
involving buckling strength of single horizontally
curved I-girders are common while studies on the
buckling strength of multi-girder systems are
limited. Likewise, research on cross-frame spacing of
horizontally curve bridges is limited to bending and
warping stresses. This study aims to evaluate the
effect of existing cross-frame spacing limit on the
buckling strength of curved bridges. Also, the study
intends to propose an improvement on the existing
cross-frame spacing limit. Moreover, this research
provides further understanding of different modes of
buckling failure of curved multi-girder systems.
Finite element analysis is used in obtaining the
values of buckling capacities and determining the
various buckling modes of the curved girder systems.
Comparative analysis was performed in interpreting
the results of the finite element program. Finally, a
suggested limitation is proposed based on the results

2. Finite Element Modeling
Evaluation on the lateral torsional buckling
capacity of curved multi-girder systems were carried
out using the finite element program, ABAQUS. Shell
element (S4R) was used for the flanges and webs,
while truss element (T3D2) was used for cross-frames.
Element size aspect ratio was kept to unity for an
accurate distribution of loadings. All loading
conditions and boundary conditions were transformed
into cylindrical coordinate system. Models were
simply supported and were subjected under pure
bending. Elastic eigenvalue analysis was used to
attain the buckling capacity and buckling modes of
the models. Shown in Figure 1(A)-(D) are the buckled
modes observed in the finite element analysis.

*

Exterior
(A) Global (B) Individual (C)
(D) Web
Girder Only
Fig. 1 Buckled Shapes of Finite Element Mod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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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gle span multi-girder systems were modeled
having two, three and four girders spaced at 2.75m
apart from center to center and which were
interconnected by cross-frames. The girders were
1.52m deep with varying flange width-to-thickness
ratio,  . Also, models were varied with respect to
its span length-depth ratio, L/d. The X-type
cross-frame was used for the diaphragm configuration
having an area of 2419mm2.
Steel material was modeled as simplified elastic
material with modulus of elasticity of 21 GPa, shear
modulus of 8.07 GPa and Poisson's ratio of 0.3.

3. Results and Conclusions

resulted to an individual torsional buckling as shown
in Figure 1 (B) and (C). Where as for Smax greater
than or equal to 25% of the total span length, the
buckling mode observed were either global lateral
torsional buckling or web buckling as seen in Figure
1 (A) and (D) respectively. Web local buckling only
occurred for girder systems with high degree of
curvature and for girder systems having 3 and 4
girders. Same trend were observed in the girder
systems with varying L/d.
Based on the results of the analysis, the study
suggests that the current Smax equation needed an
additional limit of less than or equal to 0.25 of
total span length between vertical supports in order
to prevent lateral torsional buckling failure.
Furthermore, critical buckling modes retrieved from
the finite element analysis resulted to web buckling
shows another limitation of the current maximum
cross-frame spacing. All in all, when designing for
the cross-frame spacing of horizontally curved
bridges, it is important to check for lateral
torsional buckling capacity of the girder system in
order to prevent failure caused by ineffective
cross-fra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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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Number of Girders = 2

References

(B) Number of Girders = 4
Fig. 2 Critical Buckling Capacity Ratio of Horizontally
Curved I-Girder Systems with Vary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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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Horizontally Curved Steel Girder Highway
Bridges, (2003), Washington, DC, USA.
Davidson, J. et al. (1996), Cross-frame spacing and
parametric effects in horizontally curved
I-girder
bridges, Jornal
of Structural
Engineering, ASCE, Volume 122, Number 12, pp.
1089-1096.
Linzell, D. et al. (2004), Historical perspective on
horizontally curved I-girder bridge design in
United States, Journal of Bridge Engineering,
ASCE, Volume 9, Number 9, pp. 218-229.

20 and 24 and values of subtended angle between 1 to
30 degrees.
Figure 2 shows that when Smax/L is equal or greater
than 0.25, the critical buckling capacity ratio
decreases significantly and the girder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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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평 곡선 강박스 거더의 곡률중심각에 따른 비보강 플렌지 강도
Strength of Unstiffened Flanges in Horizontally Curved
Steel Box Girders Under Different Curvature
변 남 주* · 이 기 세** · 강 영 종***
Byun, Nam-Joo · Lee, Kee Sei · Kang, Young Jong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s strength of unstiffened flanges in horizontally curved box girders under different curvature by
using Abaqus 6.13 which is finite element method program. When horizontally curved girder is subjected to simple
vertical load, bending moment and torsional moment occur at the same time different from straight girder. This torsional
moment cause torsion and distortion on box section. Because of such phenomenon, longitudinal stress is non-uniformly
distributed on flange of curved box girder. Non-uniformely distributed stress make strength of flange lower. Although
demand of curved girder is increasing due to complexification of urban, it is only AASHTO(2012) that has certification
for curved girder. But equation for curved girder in AASHTO(2012) neglect almost of curvature effect. Box girder is
usually used for curved girder due to their superb torsional properties. So, we need more study for strength of curved
box girder flange.
Key W ords: curvatue, steel box girder, buckling strength, curved flange strength

1. 서 론
최근에 도시 구조가 복잡해지고 교량의 미적 외관이
중요시 되면서 곡선 교량의 수요가 많아지고 있는 추세이
다. 하지만 곡선교에 대한 설계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것
은 AASHTO(2012)가 유일하며 현재 국내에는 곡선교량에
대해서 뚜렷한 설계기준이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수평 곡선 강박스 거더의 곡률
중심각에 따른 비보강 플렌지 강도식을 제안하려한다. 기
본적으로 교량이 곡률을 가지게 되면 직선 거더와 다르게
휨 모멘트와 비틀림 모멘트가 같이 발생하게 된다. 또한
비틀림 모멘트로 인해 길이 방향으로 비틀림 뒴, 뒤틀림
뒴 응력, 단면에 St.Venant 전단 응력이 발생한다. 곡률
에 의한 비틀림 모멘트의 영향으로 플렌지에 비균등한 응
력이 발생하고 전단 응력이 상호 작용하여 강도가 감소하
게 된다. 이런 현상을 고려하고 곡선교량에 대한 유일한
설계기준인 AASHTO(2012)을 비교하여 부족한 부분을 개선
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진행하려 한다.


   



(1)


 



(2)

R
L



=
=
=
=

곡률 반지름
곡선보의 비지지 길이
길이방향 뒴 응력
길이방향 휨 응력

식 (1)에서 곡률 중심각을 로 제한을 하고 식
(2)에서 다이아프레임이 적절히 설계가 되었다 판단하고
뒴 응력, 휨 응력의 비를 10%로 제한하였다. AASHTO(201
2)에서는 이런 제한을 기반으로 곡률 효과를 대부분 무시
하여 곡선 박스 거더의 플렌지 강도식을 제안하였다. 그
강도식은 다음과 같다.


        


(3)

  ∆

(4)



2. 논문 작성 방법
2.1 AASHTO(2012) 분석
AASHTO(2012)에서는 곡선교량에 대한 설계기준을 제시
하고 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제한사항을 두고 있고 곡률
효과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 AASHTO(2012)에서 곡선
거더 플렌지 설계시 제한하고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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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
=

휨 공칭 강도
압축 좌굴 공칭 감도

=
=
=
=

전단 좌굴 공칭 강도
합축 플렌지의 항복 응력
St.Venant 비틀림 전단 응력
감소 계수

(6)

식 (3), (4), (5), (6)에서 직선 판 좌굴 식과 다른점
은 전단에 의한 감소 계수 ∆밖에 없다. ∆는 St.Venant
전단 응력에 의한 감소계수이다. 따라서 AASHTO(2012) 강
도식에서는 곡률을 제한하고 뒤틀림, 비틀림 뒴 응력을
무시하면서 곡률 효과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단점에 착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유한요소해석 프로
그램인 Abaqus 6.13을 사용하고 박스 단면 전체를 모델링
하여 뒤틀림 뒴 응력을 고려한 곡률별 강도식을 제안하려
한다.

Fig. 2 analysis of convergence
해석은 재료, 기하 비선형으로 진행하였으며, 초기
변형은 b/1000로 하였다. 잔류응력은 연구를 진행하면
서 비교분석해보기 위하여 적용하지 않은 모델을 먼저
연구하였다.
2.3 결과 및 분석

2.2 해석 모델
박스 단면에서 곡률에 의해 생기는 비틀림 뒴 응력에
미치는 인자들은 여러 가지를 들 수 있다. 다이아프레임
두께, 다이아프레임 간격, 웹 두께, 단면의 비틀림 강성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처음부터 이 모든 인자를 모두 검
토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하여, 곡선 판 좌굴에 대한 해
석을 먼저 진행하였다.
곡선 판의 모델은 Fig. 1과 같이 양단 등분포로 하중
을 주었다. 판의 모델링에서 가장 중요시하게 생각했던
부분은 4변의 경계조건이다. 실제 박스 단면에서의 다이
아프레임과 웹을 묘사하려면 스프링 경계조건을 사용해야
하나 스프링계수 k의값을 정확히 산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4변 단순지지인 경계조건을 사용하였다. 실제 박스 단면
에서는 웹과 다이아프레임의 두께에 따라 다르겠지만 4변
단순지지인 판의 강도보다는 높은 강도 값을 가질 것이
다.

Fig. 1 model of plate buckling analysis
곡률이 변하면서 판에 작용하는 비틀림 모멘트가 커지
게 되는데 길이에 따라서도 휨 모멘트와 비틀림 모멘트의
비율이 달라지게 된다. 따라서 판의 곡선 길이는 Fig. 2
와 같이 좌굴 탄성강도 수렴도 해석으로 정하였다.

Fig. 3 result of curved plate analysis
Fig. 3에서 알 수 있듯이 곡률중심각이 커질수록 강도
가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AASHTO(2012)에서 제한 곡
률 중심각 안에서도 뒤틀림 뒴 응력을 고려했을 때는 AAS
HTO(2012)보다 훨씬 작응 강도 값을 나타내었다. 이런 강
도 감소 현상은 비틀림에 의한 전단 응력에 추가로 플렌
지의 길이방향으로의 응력 불균형 때문에 발생하는데, 세
장비 15, 50에서 좌굴이 발생할 때의 응력분포를 Fig. 4
와 Fig. 5에 나타내었다. Fig. 4, Fig. 5를 보면 알수 있
듯이 곡률 중심각이 커질수록 응력의 기울이가 점점 커지
게 된다. Fig. 4의 세장비 15는 매우 조밀한 단면으로 직
선 판에서는 모든단면이 항복할때까지 좌굴을 하지 않는
다. 하지만 곡률이 생기면 모든 단면이 항복하기 전에 좌
굴이 발생하는데, 이로써 곡률이 생기면 조밀단면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고 판이 두꺼워도 비조밀단면의 거동을
나타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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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stress distribution (   )

Fig. 5 stress distribution (   )
2.4 소결
최근 곡선 거더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지만 곡선 거더
에 대한 설계 기준은 부족한 현실이다. AASHTO(2012)에서
제시하고 있는 식도 대부분의 곡률 효과를 반영하지 못하
고 있다. 본 연구는 박스 곡선 거더의 플렌지 강도를 산
정하기 이전에 곡선 판에 대한 해석 연구를 먼저 진행해
보았다. 위의 결과에서 보았듯이 곡률 중심각이 생기게
되면 작은 각도에도 뒤틀림 뒴, 비틀림 전단 응력으로 인
해 강도가 많이 감소하게 된다. 곡률에 의한 효과를 다이
아프레임으로 제한할 수도 있지만 더 효과적인 설계를 위
해서는 곡선 박스 거더 플렌지의 자체적인 강도를 알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추후에 여
러 가지 경계조건의 판의 강도에 대해 해석하고 그 결과
를 실제 전체 단면 모델의 플렌지 강도와 비교하여 최종
적으로 곡선 박스 거더의 플렌지 강도식을 제안하려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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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력발전타워의 내진설계방법에 대한 고찰
A Study of Wind Turbine Tower Seismic Design Methods
이 윤 우* · 장 민 서** · 강 성 용*** · 김 평 화**** · 강 영 종*****
Lee, Yun-Woo · Jang, Min-Seo · Kang, Sung-Yong · Kim, Pyoung-Hwa · Kang, Young-Jong
ABSTRACT
Recently, wind power has received attention as one of remarkable renewable energy resources, and worldwide researches
about wind power are actively being proceeded. Wind turbine tower has a major role for safety in the wind turbine
systems. It is necessary for design tower structure to consider various environmental conditions. Earthquake, as one of the
such environmental loads, is ground motion that applied to bottom of the tower structure and has a possibility of critical
effect to the wind tower structure. There are various ways for seismic analysis, but design specifications that are in use
do not suggest detailed method for seismic analysis. In this study, seismic responses are analyzed through different ways
and the adequacy of seismic design methods is examined.
Key W ords: earthquake, response spectrum, seismic analysis, tim e history analysis, wind turbine tower

2. 풍력발전타워의 내진설계

1. 서 론
지구 환경문제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신재생에너지자원의 한 분야인 풍력발전은 석유에
너지의 대체자원으로써 각광받고 있으며 최근 세계적으로
이에 대한 연구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풍력발전시스템에서의 타워구조물은 상단의 터빈구조
물을 지지하며 우수한 바람 자원을 공급하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리프트나 전력설비시설에 대한 공간을 제공
하는 등 주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풍력발전시스템의 안전
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타워구조물은 바람, 파랑, 지진 등
다양한 환경조건을 고려하여 설계되어야 한다. 풍력타워
에 작용하는 여러 가지 외부 하중 가운데 지진하중은 타
워구조물의 최하단부에 작용하는 지반의 운동으로써 고소
구조물인 풍력발전구조물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
다.
일반적인 구조물의 지진응답해석에는 응답스펙트럼해
석방법과 시간이력해석방법이 사용된다. 응답스펙트럼해
석을 통한 구조물의 응답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 조합되어
구조물의 최대 응답을 예측할 수 있으며, 시간이력해석
또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해석을 수행할 수 있다. 현
재 통용되고 있는 풍력발전시스템 설계 가이드라인에서는
개략적인 내진설계방법만이 제시되어있으며 세부적인 해
석의 방법론적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풍력발전타워구조물에 대해 다양한 지
진응답해석방법을 이용하여 각각의 응답을 도출하였으며,
각 응답의 비교 분석을 통해 내진설계방법의 타당성에 대
해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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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내진설계 Flow Chart

Fig. 1 Seismic Design Flow Chart
풍력발전타워의 내진설계는 Fig. 1과 같은 순서로 이
루어진다. 지역 특성이 반영된 대상지진과 설계된 구조모
델을 이용하여 지진응답을 통해 지진하중이 결정된다. 풍
하중과 같은 운용하중을 결정된 지진하중에 추가하여 해
석을 수행한 후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석모델을
수정하여 설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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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응답스펙트럼해석

2.2 설계기준 분석
풍력발전타워의 설계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국외 설
계기준 가운데 GL(Germanischer Lloyd), DNV(Det Norske
Veritas),
IEC(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에서 제시한 내진설계기준에 대해 Table 1과
같이 분석해 보았다.
Table 1.



GL

Design Criteria of Wind Turbine Tower
재현주기 475년의 지진가속도 사용
3차 이상의 진동모드 고려
시간이력해석 시 Load Case당 6개 이상의
시뮬레이션 수행
 Design Load Case 9.5, 9.6, 9.7 제시
 지진하중에 대한 안전계수=1
 해당 지역의 지진발생 빈도와 규모에 대한
사전조사 요구
 응답스펙트럼해석 시 2개의 수평방향 해석을
하나로 대체
 수평방향해석 시 상부구조물의 질량+25%
DNV
타워질량을 타워 최상단에 집중질량으로
간주하여 횡하중 결정
 수직방향 최대 지진가속도로 인해 발생하는
하중에 대한 좌굴검토로 수직방향해석 대체
 지진으로 인해 수반되는 쓰나미 등의 영향 고려
 재현주기 475년의 지진가속도 사용
 시간이력해석 시 충분한 수의 시뮬레이션 요구
 총 질량의 85%에 해당하는 Modal Mass까지의
진동모드 고려
IEC  Simplified Analysis제시
- 1차 모드만 고려
- 상부 질량에 50%타워 질량 추가
- Conservative한 풍하중 적용
 지진하중에 대한 안전계수=1

서로 다른 고유진동수를 갖는 단자유도 구조물의 최대
응답을 크기로 하고 고유진동주기(또는 고유진동수)를 가
로축으로 하여 작성된 그래프를 응답스펙트럼이라 한다.
응답스펙트럼 해석방법은 지진응답해석방법 중 가장
보편화된 해석방법으로 단자유도계 시스템의 최대응답으
로부터 다자유도계 시스템의 응답을 유추한다. 모드의 직
교성을 이용하여 지진하중을 받는 다자유도계의 운동방정
식을 서로 독립된 단자유도계 운동방정식으로 분리하여 n
번째 모드와 동일한 진동수와 감쇠비를 갖는 등가의 단자
유도계를 설정한다. 등가의 단자유도계 운동방정식으로부
터 모드 참여계수를 구해 구조물의 모드별 최대 응답을
구한다. 최대 응답을 구하기 위한 응답의 조합에는 일반
적으로 ABS(Absolute Sum Method), SRSS(Square Root of
Sum of Squares Method), CQC(Complete Quadratic
Combination Method)방법이 사용된다.
3.3 설계응답스펙트럼
특정한 지진데이터에 대한 응답스펙트럼은 구조물의
고유진동수 또는 고유주기에 따라 매우 민감하게 변하게
된다. 발생지진의 불확실성을 고려할 경우, 내진설계기준
에 규정된 응답스펙트럼이 구조물의 고유진동수의 미소변
화에 지나치게 민감하게 변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
따라서 대상 지역에서 발생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다양한
강진기록에 대해 구한 응답스펙트럼을 통계적인 방법으로
처리하여 Fig. 3과 같이 구조물의 고유진동수에 따라 민
감하게 변하지 않는 설계응답스펙트럼을 이용하여 내진설
계기준에 반영하게 된다.

풍력발전타워의 내진설계에 사용되는 설계지진은 50년
간 초과발생확률 10%에 상응하는 475년의 재현주기를 가
진 지진가속도를 사용한다. 지진응답해석에는 응답스펙트
럼해석과 시간이력해석이 사용될 수 있으며, 응답스펙트
럼해석에는 충분한 수의 진동모드, 시간이력해석에는 충
분한 수의 시뮬레이션이 요구된다. 지진응답해석에 대해
General한 해석방법에 대해 제시되어 있지만 Detail한 해
석방법에 대해서는 제시되지 않았다.

3. 지진응답해석
3.1 시간이력해석
시간이력해석은 지진응답해석방법 가운데 구조물의 비
선형 동적 거동에 대한 가장 정확한 해석방법으로 지진데
이터를 구조물에 직접 적용시켜 시간에 따른 구조물의 거
동을 분석한다. 시간이력해석 방법에는 직접적분법, 모드
중첩법 등이 있으며 대상 지진데이터의 특성이 반영되므
로 다양한 시뮬레이션의 수행이 요구되어 해석시간의 소
요가 큰 단점이 있다.

Fig. 3 Concept of Design Response Spectrum
국내 도로교 설계기준에서는 지진구역과 위험도, 지반
종류 등에 따라 구분하여 국내의 환경조건에 부합하는 설
계응답스펙트럼을 제시하고 있으며, 지진구역 I, 지반종
류 I에 대해 500년의 재현주기를 갖는 설계응답스펙트럼
은 Fig.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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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을 이용하였다. 타워 상단의 터빈구조물은 350ton의
집중질량으로 모델링 하였으며, 타워구조물의 제원은
Table 2와 같다.

Fig. 4 Design Response Spectrum
3.4 인공지진
작성된 설계응답스펙트럼을 시간이력해석에 이용하기
위해서는 응답스펙트럼에 준하는 인공지진 가속도 데이터
를 생성하여야 한다. 인공지진의 생성방법에는 응답스펙
트럼에 부합하는 지진파를 랜덤 진동이론에 따라 생성하
는 방법과 진원, 전달경로 및 부지특성을 종합적으로 고
려하여 랜덤 진동이론을 이용하는 확률론적 방법이 있다.
랜덤 진동이론에 의해 인공지진을 생성하는 방법 중 가장
널리 알려진 방법은 Gasparini & Vanmarche(1976)의 방법
으로 인공지진 생성프로그램인 SIMQKE의 기본 이론이기도
하며 인공지진을 임의의 주기함수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
다고 가정하여 인공지진을 생성한다.

Table 2. NREL-5MW Wind Tower Properties
TWGJStif
TMassDen
Elevation
(Nm2)
(kg/m)
(m)
0
5590.87
4.7275x1011
8.76
5232.43
4.1156x1011
17.52
4885.76
3.5650x1011
11
26.28
4550.87
3.0714x10
35.04
4227.75
2.6309x1011
11
43.8
3916.41
2.2394x10
25.56
3616.83
1.8932x1011
61.32
3329.03
1.5887x1011
70.08
3053.01
1.3224x1011
78.84
2788.75
1.0910x1011
87.6
2536.27
8.9130x1010

TWEAStif
(N)
11
1.3813x10
1.2927x1011
1.2071x1011
11
1.1243x10
1.0445x1011
10
9.6760x10
8.9360x1010
8.2250x1010
7.5430x1010
6.8900x1010
6.2660x1010

4.2 시간이력해석
생성된 인공지진을 이용하여 대상 지진 데이터에 대해
Single Direction, Double Direction 지진응답해석을 수
행하였다. 시간이력해석은 모드중첩법과 직접적분법을 이
용하였으며 각각의 해석을 통해 시간에 따른 최상단 변위
와 최하단부의 응력, 밑면전단력을 살펴보았다. 해석에는
범용 구조해석프로그램인 ABAQUS가 사용되었으며, 모드중
첩 해석방법을 이용한 Single Direction 변위, 응력, 밑
면전단력은 Fig. 6과 같다.

Fig. 5 Artificial Earthquake
인공지진 생성프로그램 SIMQKE를 이용하여 생성한, 도
로교 설계기준에서 제시하는 설계응답스펙트럼 Fig. 4에
부합하는 인공지진은 Fig. 5와 같다.

4. FEM을 이용한 구조해석
4.1 해석모델
풍력발전타워의 지진응답해석에는 미국의 Renewable
Energy
연구소
NREL(National
Renewable
Energy
Laboratory)에서 제공하는 NREL-5MW Wind Turbine T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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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Response about Artificial Earthquake

모드중첩 해석방법을 통한 상단 변위의 최댓값은 약
0.245m이며, 최대 발생 응력은 약 47.3MPa, 최대 밑면전
단력은 약 702kN이다. 동일한 지진데이터를 이용한 직접
적분법에서는 최대 상단변위가 약 0.248m, 최대 발생 응
력이 약 44.3MPa, 최대 밑면전단력은 약 522kN으로 밑면
전단력을 제외한 응답에서는 매우 일치하는 결과를 나타
내었다.
Double Direction 지진을 적용한 경우, 모드중첩법을
이용한 결과 최대 상단 변위가 약 0.252m, 최대 발생 응
력이 약 49.1MPa, 최대 밑면전단력이 약 764kN의 결과를
나타내었다. 직접적분법을 이용한 결과 최대 상단 변위는
약 0.254m, 최대 발생 응력은 약 45.1MPa, 최대 밑면전단
력은 약 576kN으로 Single Direction해석과 마찬가지로
밑면전단력을 제외한 응답에서 매우 일치하는 결과를 나
타내었다.
4.3 응답스펙트럼해석
생성된 인공지진의 응답스펙트럼을 이용하여 Single
Direction 및 Double Direction 지진응답해석을 수행하였
다. 응답스펙트럼해석에서 모드 간 응답은 일반적으로
ABS, SRSS, CQC 방법을 통해 조합할 수 있으며, 서로 다
른 방향 간의 응답은 ABS, SRSS, 30/40 percentage 방법
을 통해 조합할 수 있다. 각각의 방법을 통해 해석을 수
행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Table 3. Result of Response Spectrum Analysis
Bottom
Top
Base Shear
Combination Method Displacement Stress
(kN)
(MPa)
(m)
ABS
0.364
71.8
1100
Single
SRSS
0.363
63.6
779
Direction
CQC
0.363
63.6
779
ABS
0.364
90.3
1450
Double
SRSS
0.363
63.7
994
Direction
(ABS)
CQC
0.363
78.3
994
ABS
0.364
72.1
1450
Double
SRSS
0.363
63.8
994
Direction
(SRSS)
CQC
0.363
63.8
994
ABS
0.365
73.8
1450
Double
SRSS
0.363
65.2
995
Direction
(30%)
CQC
0.363
65.2
995
ABS
0.365
75.0
1450
Double
SRSS
0.364
66.1
995
Direction
(40%)
CQC
0.363
66.0
995

으로 사용되는 모드 간 응답의 조합방법에는 ABS, SRSS,
CQC방법이 있으며, SRSS와 CQC방법은 대체적으로 근사한
결과를 나타내는 반면 ABS방법은 보다 과대평가된 응답의
크기를 나타낸다. 응답스펙트럼해석에서의 방향 간 응답
의 조합은 ABS조합이 다른 조합방법에 비해 다소 과대평
가되는 응답을 나타내었다. 또한 Double Direction과
Single Direction 해석은 밑면전단력을 제외한 최대 상단
변위와 최대 발생 응력에서 큰 차이가 발생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전체적인 해석을 통해 응답스펙트럼해석에서의 응답의
조합방법 가운데 ABS방법은 다른 방법에 비해 다소 비경
제적인 설계를 유발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수평
방향 지진해석은 Single Direction 지진응답해석만을 통
해 효율적인 해석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응답스펙트럼해
석방법은 해석의 편의성 측면에서 매우 우수하지만 시간
이력의 특성을 반영할 수 없다. 따라서 시간이력해석과의
차이를 보완하기 위한 응답스펙트럼해석에서 응답의 조합
에 대해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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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풍력발전타워의 내진설계방법에 대해 분석한 후 국내
설계응답스펙트럼을 이용하여 내진해석을 수행하였다.
지진응답해석에는 시간이력해석과 응답스펙트럼해석
이 이용될 수 있으며, 간소화 해석방법인 응답스펙트럼해
석의 경우 시간이력해석에 비해 전체적인 응답이 과대평
가되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응답스펙트럼해석에서 일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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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부상 철도의 일체형 궤도시스템 개발을 위한
브라켓 간격의 해석적 연구
A Numerical Study on Bracket Spacing for the Development of the
Integrated Track System of Magnetic Railway
정 섭* · 황 원 섭** · 함 준 수*** · 호 종 현****
Jung, Sub · Hwang, Won-Sup · Ham, Junsu · Ho, Jonghyun
ABSTRACT
The load of a magnetic railway is uniformly loaded on a levitated surface of the rail. So it is advantageous for noise
and vibration compared to the typical railway systems. But for ensuring driving stability and ride-quality, regulation about
the gap of rail is stricter than the typical railway. In this study, the impact of bracket, which can control the gap of rail
at the integrated track system, have numerically been performed. Also, the effect of interval of the bracket installed in
the longitudinal direction of the integrated track system, which consist of girder, bracket, sub rail and levitated rail, have
been compared and analyzed. Through this, applicability of the bracket structure for integrated track system have been
identified.
Key W ords: m agnetic railway, integrated track system, longitudinal sleeper, bracket spacing, stiffness increase

1. 서 론
도시형 자기부상 열차는 레일의 부상면을 따라 궤도의
하중이 등분포로 재하되어 기존 철도 시스템에 비해 소음
및 진동에 유리하다. 하지만 주행 안정성 및 승차감 확보
를 위해 레일의 단차에 대한 규정이 기존 철도에 비해 엄
격하게 적용된다. 현재 국내의 도시형 자기부상열차의 연
구에서 차량 연구에 비해 자기부상열차 선로구조물의 연
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기존에는 LIM 방식의 자기부상철
도에 적용하는 Twin 블록 궤도시스템(여인호외, 2009)을
한국기계연구원 시험선 시공을 통해 시공성을 평가하였으
며, 김성일외(2014)는 자기부상 열차의 침목을 교축방향
으로 설치한 일체형 궤도시스템을 해석적으로 연구하였
다. 본 연구에서는 일체형 궤도시스템이 대하여 레일의
단차를 조절할 수 있는 별도의 장치인 브라켓의 영향을
수치해석적 방법으로 수행하였으며, 거더와 브라켓, 교축
방향 침목인 Sub 레일, 부상레일로 구성된 일체형 궤도시
스템의 교축방향으로 설치된 브라켓 간격에 따른 영향을
비교분석 하였다. 이를 통해 일체형 궤도시스템의 브라켓
구조의 적용성을 확인하였다.

Twin 블록 궤도시스템과는 달리 Fig. 1과 같이 교축방향
으로 부상레일을 지지하는 침목을 설치한 궤도시스템이
다. 이러한 일체형 궤도시스템은 침목의 단면력을 사용하
여 궤도시스템 전체의 구조적 강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
그러나 레일의 단차를 조절하는 장치인 브라켓의 간격에
따라 시공성 및 유지보수성이 달라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
다.

(a)

2. 일체형 궤도시스템 브라켓 간격에 대한 영향
2.1 일체형 궤도시스템의 개념

(b)
(c)
Fig. 1 The Integrated Track System

김성일외(2014)가 제안한 일체형 궤도 시스템은 교축
의 직각 뱡향으로 설치된 기존의 Mono 블록 궤도시스템,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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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체형 궤도시스템의 브라켓 간격에 대한 구조적 특징
을 비교하기 위해 상용 유한요소프로그램인 ABAQUS를 사
용하였다. 거더와 침목 및 브라켓은 shell 요소(S4R)를
사용하였으며, 부상레일은 beam 요소를 사용하였다. 일체
형 궤도시스템의 거더는 25m 단경간으로 모델링 하였으며
경계조건은 단순지지로 하였다. 거더와 브라켓, 브라켓과
침목, 침목과 부상 레일간의 연결은 완전 고정으로 가정
하여 Tie요소를 사용하여 rigid로 완전 구속하였다. 브라
켓의 간격은 1.15m로 시작하여 2m, 3m, 4m인 경우를 비교
분석하였다. 작용하중은 궤도시스템의 자중과 자기부상열
차 차량의 활하중을 재하하였다.

2.3 처짐 검토

(a) 1.15m

(b) 2m
(a) 1.15m

(c) 3m

(b) 2m

(d) 4m
Fig. 3 Stress Distribution of Track System

(c) 3m

(d) 4m
Fig. 2 Analysis Model

일체형 궤도시스템에 자중과 활하중이 작용하였을 때
의 거더 중앙부 하단과 교축방향 침목의 처짐을 검토하였
다. Table.1은 교축방향 브라켓의 간격이 1.15m, 2m, 3m,
4m일 때의 처짐량을 나타낸 것이다. 브라켓 간격에 따른
각 궤도시스템 거더 중앙부 하단의 처짐은 약 0.2% 이내
로 유사하게 발생하였다. 그러나 Fig. 4에서 보여주는 것
과 같이 1.15m 브라켓 간격의 레일 처짐량에 비해 2m 간
격일 경우 레일 처짐량이 3.2%, 3m 간격일 경우 9.6%, 4m
간격일 경우 20.2%로 브라켓의 간격이 멀어질수록 레일의
처짐량이 증가하였다. 이는 일체형 궤도시스템의 교축방
향 침목이 궤도시스템의 강성을 증가시켜 주지만 거더와
의 연결부 간격이 길어짐에 따라 침목 자체의 추가 처짐
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주행 안정성 및 승차
감 확보를 위해 레일의 단차에 대한 규정이 기존 철도에
비해 엄격하게 적용되는 자기부상철도의 특성에 따라 2m
이내의 간격이 사용됨이 옳은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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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Displacement at Center of Girder and Rail
The Gap of Rail
Rail
Girder



1.15m

13.9

14.33

0.43

2m

13.89

14.79

0.9

3m

13.93

15.7

1.77

4m

13.93

17.22

3.29

20

5

4

14
12

3

10
8

2

6
4

T he Gap of Rail

The Gap of Rail (mm)

Displacement of Girder and Rail (mm)

18
16

1

Rail

2

Girder

0

0
1.15m

2m

3m

4m

Spacing of Bracket (m )

Fig. 4 Bracket Spacing-Displacement Relation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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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중심 거더의 구조거동 해석
Analysis of the Structural Behavior of Low Center of Gravity Girder
이 홍 규* · 김 선 희** · 원 용 석*** · 윤 순 종****
Lee, Hong-Kyu · Kim, Sun-Hee · Won, Yong-Suk · Yoon, Soon-Jong
ABSTRACT
Prestressed concrete PSC girders are efficient in terms of structural performance, economical efficiency and
constructability. However, PSC girders have overtuning risk in construction in which extra work needs to protect. The
low center of gravity girder (MPC girder) is more stable and easier to construct than the traditional PSC girder, which
has tweaked end point and mono-tendon anchor. In this study, we evaluated the structural advantages in the deflection
(slope) and stress on the link slab by using the finite element method. As a result, it was found that the reinforcement
in the link slab for the bridge continuation may be reduced because of less displacement.
Key W ords: Low center of gravity girder (M PC girder), The finite elem ent method, Link slab, Bridge continuation

1. 서 론

girder)는 일반 거더에 비해 처짐각을 감소시켜 연속화시
연결슬래브에 들어가는 철근의 양을 감소시킬 수 있다.

콘크리트의 인장강도는 압축강도의 1/10~1/13정도로
매우 작다. 또한, 콘크리트의 휨인장강도는 압축강도의
1/5~1/8 정도로 작다. 이러한 콘크리트의 결점을 없애거
나 완화시키기 위해 보에 인장응력을 상쇄할 수 있도록
미리 콘크리트에 압축응력을 주는 방법이 프리스트레싱
방법이다. 하지만 강연선의 긴장 도중 거더가 전도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도방지를 위한 지지대 등의 설치작
업이 더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전도
방지시설이 불필요한 저중심 거더를 제시하였다. 이 논문
에서는 기존 거더에서 단부 변화에 따른 처짐각의 감소와
연속화시 연결부의 거동을 유한요소법을 통해 조사하고
그 결과를 비교 분석하였다(Fig 1, Fig 2 참조).

Fig. 1

2. 저중심 거더의 특징
저중심 거더(MPC girder)는 단일정착 PSC거더로 정착
구 개수 감소로 거더의 자중을 감소키며 철근 조립시 정
착구와 강연선 설치공정을 병행하여 작업을 하며 거푸집
에 놓인 상태로 제작하므로 공정이 용이하다. 거더의 무
게중심이 일반 거더의 경우보다 아래에 위치하여 전도에
더 안정적이다. 일반적으로 교량의 연속화는 신축이음장
치의 수를 줄여 주행성과 유지관리비를 절감하는 것이 주
요 목적으로 바닥판만 연속화하는 방법(연성연결 방법)을
많이 사용한다. 이 경우 바닥판의 휨강성이 매우 작기 때
문에 이음부에서 생기는 부모멘트로 인해 균열발생이 빈
번이 일어난다. 연결슬래브가 거더의 단부 휨변형(처짐
각)을 대부분 수용해야 하기 때문에 큰 연성능력이 요구
되며, 철근의 양을 결정하게 된다. 저중심 거더(MPC

*
**
***
****

Fig. 2 PSC

3. 유한요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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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MPC거더의 모델링
구조해석에 사용한 프로그램은 ANSYS 14.5 Workbench
이며, AutoCad 2010를 이용하여 모델링하여 해석하였다.
재료의 역학적 성질은 설계압축강도 40MPa 콘크리트, 거
더와 슬래브 콘크리트의 단위중량은 각각 2.5 N/mm3, 2.3
N/mm3이며 양쪽 단경간 교량을 연결슬래브로 가운데서 연
결한 형태로 모델링하였다. 각 경간 당 5개의 30m길이 거
더로 이루어져 있으며 단순지지로 가정하였다. 슬래브는
폭 12.455m, 두께 240mm로 모델링하였다. 하중조건은 30m
길이 거더에서 절대최대휨모멘트를 발생시키는 지점에
DB-24하중을 경간 한곳에 재하하였다(Fig 3, Fig 4 참
조).

Fig. 4

Fig. 3 2
Fig. 5

4. 결론
저중심 거더(MPC girder)는 일반 거더에 비하여 시공
시 전도에 대하여 더욱 안전할 뿐만 아니라 연결슬래브에
서 일반 거더에 비하여 변위가 적게 발생하므로 교량 연
속화시 연결슬래브에 사용되는 철근의 양을 감소시킬 수
있다.

Fig. 4
3.2 유한요소해석 결과
거더 전체의 최대응력과 최대처짐은 2.54% 미소한 차
이를 보였다. 저중심 거더의 연결슬래브에서 1.42% 정도
의 응력이 감소하였고, 변위량은 57.80% 작게 발생하였
다.(Table 1, Fig 5, Fig 6 참조).
Table 1.
응력 및 변위
연결슬래브
응력
연결슬래브
길이방향 변위
거더 중앙부
최대응력
거더 중앙부
최대처짐

저중심 거더

일반거더

(①)

(② )

차
(①-②)/①
×100

5.63MPa

5.71MPa

-1.42%

1.85mm

2.92mm

-57.80%

9.347MPa

9.355MPa

-0.086%

24.390mm

25.01mm

-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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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력볼트 현장온도에 따른 토크계수 변화 분석
Analysis on Variation of Torque Co-efficient by Ambient Temperature
of High Strength Bolts
나 환 선* · 이 현 주** · 최 성 모*** · 김 우 범****
Nah, HwanSeon · Lee, HyeonJoo · Choi, SungMo · Kim, WooBum
ABSTRACT
The clamping of torque shear high strength bolt is induced when the pin-tail is broken. Sometimes the clamping forces
on slip critical connections do not meet the required tension due to torque coefficient dependent on conditions such as
outdoor temperature, moisture and dust. From this study, the clamping forces of torque shear bolts at indoor conditions
were compared with actual data investigated from 24 construction sites last five years. Similarly to foreign literature
results,
torque shear bolts showed that torque coefficients were fluctuated greatly by temperature conditions. The range
of torque coefficient at indoor conditions was analyzed from 0.126 to 0.158 while tensions were indicated from 179 to
192 Nㆍm. Instead, the range of torque coefficient at site conditions was analyzed from 0.118 to 0.152. Based on this
test, the variable trends of torque coefficient subjected temperature can be traced via statistic regressive analysis. In case
of indoor conditions, it was showed that the variable of torque coefficient was 0.13% per 1℃, while the variable at
actual site conditions reached 2.73% per 1℃.
Key W ords: Bolt, Force, Torque, Tem perature

1. 서 론
마찰접합용 고력볼트 종류중에서 토크전단형 고력볼트
의 경우 한국표준규격(KS B2819)에 따르면 정상온도조건
과 비정상온도조건에 의한 체결력의 범위를 각각 설정하
고 있다. 이는 토크전단형 고력볼트의 체결력이 주변온도
조건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는 점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환경조건에서 체결력이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관한 연구결
과는 국내의 경우 거의 없었다. 더구나 실내실험조건에서
온도변수를 고려한 고력볼트의 체결력 변화추이는 고찰된
사례가 있었지만, 한국과 같이 사계절에 따라 다양한 온
도조건이 형성되는 건설현장에서 획득한 고력볼트의 체결
력에 관한 결과는 찾아보기 힘들다. 실제 건설현장에서
고력볼트의 축력을 정량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울뿐더러,
수 년간에 걸쳐 다양한 건설현장에 대한 주기적인 고찰과
검사를 수행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환경여건을 구
축하기는 더욱 어려웠다. 이 논문은 실내실험결과와 실제
건설현장에서 시공품질을 확보하기위한 기술지원을 통해
구축된 데이터베이스를 비교분석하여 고력볼트의 토크계
수에 대한 온도의존성을 확인하고 정량화할 분석할 목적
으로 수행되었다.

온도가 상승함에 따라 토크계수는 작아진다. 北岡의 연구
결과는 토크계수의 변동율이 1℃당 0.6~0.7%정도이며, 坂
口의 연구에서는 0.3%로 위의 두 연구결과가 상당한 차이
를 보이고 있다. 學田 明는 토크계수 변동량이 k/℃
=-6.15×10-4으로 1℃당 평균 변동율은 0.48%, 또한 주우
금속공업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토크계수의 변동폭이
k/℃=-4.24×10-4으로 1℃당 평균 변동율은 0.31% 정도로
발표하였다.

3. 실내 실험 및 현장 측정
3.1 실내실험
실내 실험에 적용된 고력볼트와 온도변수는 Table 1과
같이 구성하였다.
Table 1. Specimen Identification
볼트 종류

TS고력볼트
M20×140
(KS B2819)
S10T

2. 일본 문헌분석
표면처리를 실시한 볼트의 토크계수 변동이 주로 온
도에 의존한다는 실험결과가 일본에서 보고되었지만 그
결과의 편차가 상당히 컸다. 이들 실험결과에 따르면 토
크계수 변동은 온도변수에 대해 선형적인 관계를 보이며,

규 격

온도(℃)

수량 (EA)

-10
0
10
20
30
40
50

10
10
10
10
10
10
10

3.2 현장측정
현장측정대상은 24개소이었으며, 대상 측정기간은
2008년부터 2014년까지였다. 측정된 고력볼트는 S10T, 직

* 정회원 ․ 한국전력공사 전력연구원 , 책임연구원 , 공학박사, E-mail: hsnah@kepco.co.kr - 발표자
** 정회원 ․ 한국전력공사 전력연구원 , 선임연구원 E-mail: hyeon@kepco.co.kr
*** 정회원․ 서울시립대학교 교수 , 공학박사, E-mail: smc@uos.ac.kr
**** 정회원․ 공주대학교 교수 , 공학박사, E-mail: wbk@kongj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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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20mm (M20)이었으며 길이는 현장특성에 따라 70, 75,
85, 90mm로 다양하였다.
3.3 실내 실험결과
TS 볼트의 핀 테일이 파단될 때 볼트 온도별 체결축력
평균값의 범위는 179.2∼192.5kN이었다. 이 결과는 건축
구조설계기준에서 요구하는 설계볼트장력 162kN과 표준볼
트축력 178kN을 모두 만족하고 있다. 실험결과 중 -10℃,
0℃에서 일부축력이 표준볼트축력 이하의 값을 나타냈다.
실내실험 결과에 따르면 볼트의 온도가 상승할수록 체결
축력도 점차 증가되는 현상을 보였다. 핀 테일 파단시점
의 토크계수는 0.126 ∼ 0.158의 범위를 나타냈는데, Fig.
1과 같이 토크계수는 체결축력과 반비례하므로 온도가 상
승할수록 토크계수는 거의 일정하게 낮아졌다. 또한, 각
온도조건별 표준편차의 범위는 0.004∼0.008로 TS볼트의
표준편차는 규정에 없으나, 일반육각 고력볼트 토크계수
의 표준편차 0.01 기준을 만족하고 있었다. 이 때의 토크
계수의 변화는 1℃당 0.13%로 분석되었다.

있어서 실내실험 결과와는 상당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
었다. 또한, 토크계수와 온도변수와의 일정한 상관관계를
결정짓는 것도 쉽지 않았다. 따라서, 실내실험의 온도변
수에 해당되는 현장 온도조건과 비교한 결과는 Fig. 3과
같다. 현장 측정된 토크계수를 온도범위에 따라 회기분석
한 결과 토크계수 변화는 1℃당 2.73%으로 분석되었다.
현장계측 결과는 물론, 실내실험결과에 따르면 일본
문헌의 결과보다 전반적으로 작은 값이다. 70년대 일본에
서 보고된 결과에 비해 토크전단형 고력볼트의 체결력에
영향을 주는 나사산의 형태, 윤활상태 등을 포함한 변동
요인이 과거에 비해 고력볼트 제작과정이 개선된 탓으로
판단된다.
토크계수

Comparison of Torque coefficient

0.16
0.15
0.14
0.13
0.12

실내토크계수

0.11

현장측정토크계수

0.1
-10

0

온도(℃)

10

20

30

Fig 3. Comparison of Torque-Coefficient

4. 결론
Fig 1. Variation of Indoor Torque-Coefficient
3.4 현장측정 결과
24개 건설현장의 측정일 기준 평균온도분포는 -11∼3
4℃였으며, 이때의 온도와 토크계수의 관계는 Fig. 2와
같다. 평균 축력은 183kN,평균 토크는 509 N·m, 토크계
수는 0.13으로 분석되었다.
Torque coefficient affected by Onsite Temperature (24Site)
0.2

0.18

1. 오포
5. 명지
9. 신당진
13. 노포
17.원흥
21. 고잔
TS 고력볼트_실내실험

2. 건천
6. 신김포
10. 남면
14. 봉무
18.성현
22. 가정

3. 신파주
7. 임실
11. 농소
15. 신녹산
19. 여주
23.현풍

4. 석속
8. 상일
12. 계양
16. 현저
20. 정왕
24. 농소(실내)

토크전단형 고력볼트에 대한 온도의존성을 분석하기
위해 수행된 실내실험과 현장측정결과를 비교분석한 결과
는 다음과 같다. 온도가 높을수록 토크계수가 점차 낮아
지는 경향은 확인할 수 있었다.
실내실험은 각 온도별로 10개의 시험체로 구성하고 그
평균 토크계수로 온도구간별 변화추이는 1℃당 0.13%이었
다. 이 결과는 일본문헌 결과보다 2.3배~5.3배 낮은 값으
로 분석되었다. 지난 5년간 현장계측 결과의 경우, 온도
구간별 토크계수는 1℃당 2.73%의 변동을 보였다. 실내실
험결과보다 21배 변동폭이 크게 나타났다. 이런 이유는
실내 환경과 옥외환경이 온도변수이외 다양한 변수의 영
향과 길이변수 등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토크계수의 변동
폭이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판단된다.

0.16

0.14

References

0.12

0.1
-15.0

-5.0

5.0

15.0
Temp.(℃)

25.0

나환선, 이현주, 김강석, 김진호, 김우범, 온도변수에 따
른 고력볼트 체결력평가, 한국강구조학회논문집,
Vol.20, No.3, 2008.6

35.0

Fig 2. Variation of Onsite Torque-Coefficient
이때의 토크계수 표준편차는 0.01로써 나타났다. 핀테
일이 파단되었을 때의 축력기준 토크계수는 0.118∼0.152
범위를 나타냈다.
현장조건은 실내실험조건과 달리, 온도이외에도 볼트
의 길이, 습도, 우수량 등 복합적인 변수들을 포함하고

Nah HS, Lee HJ, Kim KS, Kim JH, Kim WB, Method
for Estimating the Clamping Force of Hgh
Strength Bolts Subjected to Temperature Var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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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호스 시스템을 이용한 성토사면 녹화 보강에 대한 연구
A Study on Vegetated Slope Reinforcement Using Net-hose System
백 용 기* · 권 혁 민** · 안 재 훈***· 오 정 호****
Baek Yong Gi · Kwon Heoyk Min · Ahn, Jaehun· Oh, Jeongho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s the application of net-hose system to sustain a vegetated slope reinforcement. The net-hose system
is designated to improve water supply to the vegetation that can suffer the lack of water in case of extreme drying
condition or rock slope where the water supply is relatively insufficient to ensure the growth of vegetation. A series of
laboratoy tests were conducted to check the structural adequacy and effectiveness of net-hose net hose system. The results
indicated that the model slope equipped with net-hose system seemed to provide better water supply leading to more
vegetated areas and higher matric suction due to active water uptake capacity, which might be contributed to greater
shear strength of slope surface. A limited numerical analysis was conducted to verify the effect of water uptake of
vegetated root system that generally yields better slope stability.
Key W ords: net-hose system, vegetated slope, matric suction, shear strength

1. 서 론

2. 네트호스 설계 및 제작

도로 및 철도 신도시 댐 등 각종 대규모 건설 사업이
이루어지며 필요에 따라 인위적으로 절토 및 성토로 조성
된 사면들은 주변과의 연속적인 자연경관과 부조화를 이
루어 산림과 이질적인 경관을 연출하는 경우가 있다 일
반적으로 사면공사는 안정성 확보가 최우선이며 주위와
의 경관적 조화를 고려한 공사가 부수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지금까지의 국내 사면녹화는 조기녹화를 위
해 외래초종을 주로 사용하였기 때문에 주위 경관과의 부
조화를 초래하고 시공 초기에 토종녹화식물들에 대한 문
제를 고려하지 않아 침입과 생육에 지장을 주었으며 시
일이 경과함에 따라 외래초종들의 소멸과 쇠퇴로 재시공
의 필요성이 지적되고 있다
최근 개설되고 있는 도로
의 경우 상대적으로 도로 폭이 넓고 경사가 급하게 절개
됨에 따라서 대규모 비탈면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렇
게 조성된 비탈면에는 식생이 생육할 수 있는 기반이 조
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자생적인 힘으로 식생이 복원되
기에는 장기간이 소요 된다 토종 녹화식물을 활용한 사
면녹화는 훼손된 사면을 안전하게 녹화하여 침식붕괴를
방지하고 경관을 조기에 회복시키며 단절된 자연환경과
생태계를 복원함으로써 야생동식물의 서식공간을 조성시
키는 역할을 한다
암반사면 같은 척박한 지형 및
기후조건에서는 사면녹화 식물의 원활한 활착률 및 생장
률을 기대하기가 어렵다 본 연구에서는 네트호스 시스템
개발을 통해서 이러한 악조건에서도 원활한 수분공급과
구조적 안정성을 확보함으로써 녹화 식물의 생장률을 향
상시켜 궁극적으로 성토사면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지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사면녹화 시 원활한 수분공급을 하기
위한 네트호스 개발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종
류의 시작품을 제작 하였다 (Fig. 1 참조).
(1) 네트호스 I (폴리프로필렌 + 폴리에스터 스판레
스 부직포)
• 폴리프로필렌 합사를 능형망의 다각구조를 띠게
하여 다공성 원형 호스를 제작
• 다공성 다각망구조에 외부물을 빨아들일 순면사
를 호스 종방향으로 설치
• 다공성 다각망구조의 네트호스에 폴리에스터 스
판레스를 삽입하여 수분을 흡수하는 구조
(2) 네트호스 II (부직포 메쉬+스펀지 )
• 스펀지에 나일론 매쉬를 접착하여 원형 또는 사
각의 다공성 스폰지 네트호스를 제작

Fig. 1 Schematic Design of Net-hose

* (주 )삼보 기술단 , 철도사업본부 과장, E-mail: bravebag@naver.com
** 한국교통대학교 철도시설공학과 석사과정, E-mail: koreakhm11@naver.com
*** 부산대학교 건설융합학부, 부교수, E-mail: jahn@pusan.ac.kr
**** 정회원․ 한국교통대학교 철도시설공학과 조교수, E-mail: j-oh@ut.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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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네트호스 인장강도 실험

2.1 네트호스 수분 흡수력 실험
사면 표피 내에 원활한 물 흡수와 보습을 위해서는
네트호스의 물 흡수력과 네트호스 내 수분 투수성이
중요하다. 따라서 두 가지 네트호스에 대하여 물 흡수
력 실험을 하였다. 실험 방법으로는 스폰지 자체의 물
흡수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네트호스를 1:2.0 사면 구
배를 고려한 평면판에 고정시키고, 한쪽 끝은 파란색
잉크물에 담가 24시간 관찰하였다. 스폰지 재질의 네
트호스 II는 물 흡수 및 흐름이 미비하였으며, 폴리프
로필렌 재질의 네트호스 I은 10분 동안 약 30cm 이
상, 30분 동안 1m 거리의 잉크물을 흡수하였다. 네트
호스의 주 역할인 수분의 원활한 보급을 위해서는 네
트호스 II는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 향후 시험
에서는 제외하였다. 네트호스에 물 공급 시 토양내의
수분진행 방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정사각형 철판에 네
트호스를 설치하고 흙으로 다짐하여 물을 공급 하였
다. 흙의 투수계수 및 다짐도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
으로 판단되지만, Fig. 2 에서 볼 수 있듯이, 네트호스
I 단면을 따라 종 ․ 횡 방향으로 주변 흙에 수분을 침
투시킴으로써 흙의 함수비를 증가시킴을 확인하였다.
이는 특히 하절기 강우 후 가뭄 지속시간이 길어질
때, 네트호스를 통한 수분공급이 확보가 된다면 녹화
식물의 활착 및 생장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된
다. 다만, 이는 네트호스로 수분을 공급해줄 수 있는
별도의 수분 공급 장치가 필요함을 의미하며, 본 보고
서에서는 이를 고려한 현장시공 개념도를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본 실험에서 확인한 수분 진행정도는 네트
호스를 현장에 시공할 시, 소요 사면면적에 얼마만큼
의 수량이 필요한 지를 가늠할 수 있는 결과라고 판단
되며 추후 현장 적용 및 개발 사업을 위해서 추가 실
험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1

2

3

Fig. 2 Process of Water Diffusion via Net-hose

네트호스의 재질의 내구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인장
강도 시험을 하였다. 네트호스 자체는 사면의 안정성
에 기여하는 구조물은 아니지만 장기간동안 수분을 공
급하고 보습해야 하는 특성 때문에 기본적으로 내구성
을 확보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2.5는 실험 결과
를 보여주고 있으며, 총 4편의 시료를 실험하여 평균
값을 얻고자 하였으나, 시료 1은 실험 중 오류로 무시
하고 시료 2~4개의 데이터를 이용하였다. 평균 인장
강도는 76 MPa로 일단 폴리프로필렌의 인장강도 35
MPa와 비교하였을 때 (5) 2배 정도 큰 값을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는 네트를 형성하고 있는 재
료 및 부직포로 보강이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
항복강도는 약 34 MPa로 일반적인 인장강도와 비슷
한 경향을 보였다.
Table 1. Summary of Permanent Deformation Model
Specimen
Designation

Area
( )

Max. Load Tensile Strength
(MPa)
(N)

Net-1

12

402

33.5

Net-2

12

916

76.3

Net-3

12

916

76.3

Net-4

12

914

76.1

3. 모형사면 실험방법 및 결과
성토사면을 축소 구현한 실내실험을 수행하기 위해
서 길이 500mm. 너비 150mm, 높이 75mm로 Steel
재질의 프레임과 투명아크릴판으로 구성된 모형토조를
제작하여 토조 바닥에는 6개의 배수구멍과 1개의 측면
배수구멍을 설치하였다. 강우장치로는 7개 밸브를
200mm 간격으로 설치하였고 유량계를 설치하여 시간
당 0~80mm/h를 강우 할 수 있도록 제작 하였다. 모
형 사면을 조성하기 위해서 국내 화강 풍화토를 확보
하여 Table 2 에서처럼 기본 물성 실험을 수행한 후
Fig, 3 에서처럼 모형 사면을 조성하였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1:1.5 기울기로 사면을 조성한 후 중앙부분
에 플라스틱 보드판으로 경계면을 만들어 그림에 좌측
부분은 네트호스를 시공하고 우측부분은 네트호스 없
는 단면을 조성하였다. 이때, 토종식물 6본을 동일한
양으로 나눈 후 양 단면에 골고루 파종을 수행하였다.
또한, 텐시오미터와 함수측정 센서들을 사면의 각기
다른 위치에 매설한 후, 네트호스 수분공급 토조에 물
을 채워놓은 후, 강우를 양 단면에 20mm/hr 강우강도
로 1시간 씩 일주일마다 주기적으로 강우를 모사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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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Mechanical Properties of Weathered Granie Soil
Item

Value

Soil Classification

Sandy Clay (SC)

Liquid Limit (%)

33.3

Plastic Limit (%)

Non Plastic

Coeff. of
Permeability (
Opt. of Moisture
Content (%)
Max. Dry Unit Weight
(

흡수력 (matric suction) 100 kPa 이상인 경우 네트
호스 시스템으로 인한 녹화식물의 밀도가 상대적으로
큰 단면에서 동일한 체적함수비에서의 모관흡수력이
상대적으로 큰 것을 볼 수 있으며, 이는 녹화식물 근
압으로 인한 사면 표면에서의 모관흡수력 증가로 사면
의 안정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4.3*
18
20.5

Fig. 5 Comparison of Soil Water Characteristic Curve

4. 수치해석 방법 및 결과
4.1 침투해석 결과

Fig. 3 Procedure for Model Test
씨앗 파종 후 약 2일 후부터 씨앗이 발아되기 시작했
으며,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Fig. 4에서 볼 수 있듯이,
그림 좌측의 네트호스 시스템이 있는 단면에서 발아숫자
340 종, 미설치 구역 210 종으로 녹화식물의 성장량 우
위를 확인할 수 있었다.

유한요소해석 프로그램 SEEP/W을 이용하여 국내
표준 철도노반 단면의 시공기면 폭과 (약 12m) 비탈
면 기울기(1:1.5)를 고려하여 형성 하였다. 이를 위해
서 본 연구에서 실험한 시료의 함수특성곡선 데이터를
이용하였다. 본 해석은 부정류 상태 (transient flow)
를 구현하여 시간 별 수두 및 간극수압 변화를 알아보
고자 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포화도 분포를 산정해
보았다. 지하수위는 해석 결과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저하부에 위치 시켰다. 20mm/hr 강우강
도를 24시간 강우지속시간으로 모사 후의 침투양상을
비식생 사면, 녹화율 60%, 조건에서 각각 비교해 보았
다. 또한, 사면 녹화식물의 영향 깊이를 1 m 로 가정
하여 포화도 분포에 대한 영향 정도를 알아보았다.
Fig. 6은 해석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a)

Fig. 4 Comparison of Vegetated Slope Area

(b)
Fig. 5 는 텐시오미터와 수분측정 센서 측정값을 이
용하여 산정한 함수특성곡선을 비교하고 있으며, 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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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Comparison of Distribution of Degree of
Saturation (a) no vegetation (b) 60% vegetated

5.2 사면안정해석 결과

수분의 보습율 또한 실험기간동안 일정한 패턴을 유지
시킴을 확인함

호우가 멈춘 후 건조가 되어갈 때를 시점으로 식물
의 증산능력 증가와 함께 급격한 모관흡수력 증가를
기초로 하여 식생이 없는 사면과 식생이 있는 사면의
안전율 회복시간의 차이를 비교 해 보았다. 앞선 수치
해석에서 사용된 지반정수를 사용하고, 20mm/h의 강
우강도로 6시간 강우 후 강우를 멈추고 갠 날씨와 식
생 피복으로 인한 강우 후 갠 날씨에 빠른 증산효과를
성토사면 전면적에 시간당 10mm와 시간당 20mm의
증산량이 발생한다고 가정하여 사면안정해석을 하였
다.
해석결과 Fig 7에서 볼 수 있듯이, 강우 시 0.5까지
하락한 안전율은 강우가 멈춘 후 안전율 1.4를 회복하
는데 걸린 시간은 자연건조 시 11시간, 증산량
10mm/h 일 때 4시간, 증산량 20mm/h일 때 2시간으
로 식생피복사면의 안전율 회복이 월등하게 빠름을 확
인 할 수 있었다. 향 후 식물 종의 증산량, 뿌리흡수력
의 데이터 수집으로 좀 더 정확하고 현실적인 사면안
정해석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3) 네트호스 설치 사면은 비교적 높은 함수비를 유
지하면서도 그만큼 식생의 활발한 생장으로 뿌리로부
터 큰 모관 흡수력을 발휘하게 됨을 함수특성곡선의
예측으로 확인하였고, 이는 토사의 전단강도 증가 및
유실을 방지함으로써 사면안전에 효율적임
(4) 수치해석을 이용한 침투 및 사면안정 해석을 실
시하여 실내시험 결과를 토대로 장기적인 사면안정 해
석 시 녹화식물의 사면안정을 증진시킬 수 있다는 것
을 확인 하였고, 이는 개발된 네트호스를 통해 녹화식
생의 원활한 생장을 확보한다면 현장 적용 시에도 효
과를 볼 수 있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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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Factor of Safety Variation due to Vegetation of
Slope

4. 결 론
트호
스(Net Hose) 제작으로 그로인한 토질의 함수비 변화
와 토종식물의 성장, 그로 인한 사면안정의 역학적 특
성을 파악하기 위한 실험을 실시하고, 친환경 사면녹
화공법의 개발을 목표로 이에 사면녹화 보강 시 사면
안정 해석 기법을 제안 하였다.
(1) 본 과제에서 개발된 네트호스는 수분 흡입력,
주변 토양으로의 수분 전달력, 그리고 외부조건에 대
한 내구성에 대한 성능을 검증하였으며, 추후 사업 단
계에서 현장적용 시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들을 고려
하여 개선시킴으로써 보다 나은 시제품 생산 가능
(2) 모형 실내시험 결과, 네트호스가 시공된 녹화사
면에서 지속적인 수분공급으로 식생의 발아율, 활착율,
녹화율이 미시공된 단면보다 월등히 개선되었고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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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해역 라이저의 거동 모니터링 및 손상평가기법의 적용성 검토
Review on structural behavior monitoring and applicability of
damage evaluation methods of the deep see riser
엄 대 용* · 최 상 현** · 박 수 용*** · 김 민 수****
Eom, Daeyong · Choi, Sanghyun · Park, Sooyong · Kim, Minseu
ABSTRACT
The deep see riser is often exposed to harsh ocean environment which may cause riser failure. If the riser fails, it may
cause serious economical losses as well as environmental problems. Thus, monitoring the integrity of the rider for
preventing sudden failure is very important. In this study, the structural behavior monitoring systems installed for the
deep sea riser are examined, and, using the estimated behavior, the applicability of the structural integrity evaluation
methods is examined via numerical analysis.

Key W ords: the deep see riser, dam age evaluation methods, m onitoring

1. 서 론
라이저(riser)는 높은 수압과 조류, 와류 등과 같은
험한 해양환경 조건에 장시간 노출되며, 손상발생시 막대
한 교체비용이 소요되므로 구조건전성 확보가 가장 중요
하다(Choi, et al, 2013). 이 연구에서는 라이저의 거동을
감시하기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에 대하여 고찰하고, 수
치해석을 통하여 라이저의 건전성을 평가할 수 있는 기법
의 적용성을 검토하였다.

2. 심해 라이저의 모니터링 사례
최근 센싱 기술의 발달함에 따라 해양구조물에서 동적
응답을 성공적으로 취득하게 되었고, 이에 해양구조물에
대한 모니터링 기술에 관심이 집중되게 되었다. 라이저에
관해서 과거부터 최근까지 수행되어온 연구들의 흐름은,
가장 단순한 형상과 재질을 가진 Top Tensioned Riser

Fig. 2 Main sections of a steel catenary riser
(Fig. 1)로부터 기초적인 연구를 시작하여 보다 어렵고
복잡한 Steel Cartenary Riser(Fig. 2)와 유연 라이저로
발전해왔다.
Top Tensioned Riser과 Steel Catenary Riser의 모니터
링 사례를 정리하면 각각 Table 1 및 Table 2와 같다.
Table 1에서 비교적 단순한 형상을 가진 Top Tensioned
Riser의 경우 등간격으로 전체 라이저에 센서를 배치한
경우가 다수였으나, Table 2의 Steel Cartenary Riser는
취약한 부분에 여러 센서를 복합적으로 배치한 경우가 많
았다.

3. 수치해석을 이용한 구조건전성 모니터링 기법
Fig. 1 Main sections of a top tensioned riser

*
**
***
****

3.1 수치해석 모델링 및 모의 손상
라이저의 수치해석 모델은 API(2004)기준의 X70 재질
의 500m 수직관으로 하였으며 상부 플랫폼은 FPSO를 적용
하였다. Table. 3은 라이저 모델의 제원이며, Fig. 3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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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Monitoring examples of a top tensioned riser
문헌
Furnes et al. (1995) Kluk et al. (2013)
JIP (2004)
JAMSTEC’s
Nyk High
Marco Polo TLP
플랫폼
Chikyu FPSO
Semi-submersible
해역
노르웨이
일본
멕시코만
수심
1,300
1,180~1,939
1,310
길이
1,300
1,900
1,311
계측위치
라이저 전반
라이저 전반
Strake, Tensioner
Strake : 가속도계
응력계, 가속도계,
센서
가속도계, 각속도계
Tensioner: 각속도계
각속도계
- 최대 응력
PSD 함수를 이용한 -PSD 함수를 이용한 모 가속도 및 인장력을 이
분석
달 해석
용한 분석
기법
모달 해석
- 피로 손상 정도 추출

3.2 손상탐지 결과
상용프로그램인 OrcaFlex(OrcaFlex, 2010)를 이용한
수치해석을 통하여 손상탐지기법인 모드형상 변화를 이용
한 기법(COMAC), 모드형상의 곡률변화를 이용한 기법
(Modeshape Curvature)과 모달 변형에너지(Modal Strain
Energy)를 이용한 기법의 적용성을 검토하였다.
손상탐지 기법들의 성능은 False Negative Error의 비
율로 비교하였다(Table 4).

Table 2. Monitoring examples of a steel catenary risers
Douaron et al.
Karayaka et al.
Edwards et al.
문헌

(1999)

플랫폼
해역
수심

Petrobras
브라질 말림
910

계측위치

pipe line

센서

분석
기법

변형률 센서

- 인장력 및 굽힘
모멘트의 PSD 함수
계산

,

,
, RMS

(2009)

멕시코 타히티
1,219
Hang-off
Touch down zone
Pipe line
Hang-off
변형률센서, 모
션센서
Touch down
변형률센서, 모
션센서
Pipe line
압력계, 온도
계, 응력계
-Hang-off, Touch
down
피로 손상 추출
-Pipe line Zone
수치 해석 값과
압력, 응력, 온도
응답 비교

(2004)

Fig. 3 Numerical modeling shape

Total’s Akpo
나이지리아
1,250~1,480

Table 4. Percentage of false negative error
Number
Number
of
of
Damage
damaged
False
scenario
member
Negative
COMAC
Case 1
0
2
Case 2
2
2
Case 3
2
2
Case 4
4
4
Case 5
0
6
Modeshape Curvature
Case 1
0
2
Case 2
0
2
Case 3
0
2
Case 4
0
4
Case 5
2
6
Fraction Modal Energy
Case 1
0
2
Case 2
0
2
Case 3
0
2
Case 4
0
4
Case 5
0
6

Flex joint
Touch down zone

Flex joint
LVDT, 경사계
Touch down
변형률센서

-Flex Joint
정적변형률을 이
용한 joint 재료
안전성
-Touch Down
휨모멘트
PSD 를 이용한
주파수영역분석

Table 3. Modeling specifications for numerical analysis
길이
500 m
외경
0.355 m
내경
0.333 m
단위 질량
94.3 kg/m
축강성(EA)
2.523 ×  
휨강성(EI)
37,465  ·
비틀림강성(GJ)
28,819 ×   ·

False
Negative
error
(%)
0
100
100
100
0
0
0
0
0
33.3
0
0
0
0
0

손상 탐지 기법을 검토한 결과 모달 변형 에너지를 이용
한 손상탐지 기법이 False Negative Error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4. 결 론

수치해석 모델링 형상이다. 라이저의 경계조건은 양단 핀
지지로 하였다. 손상 경우 1, 2, 3에서는 20m 길이에 각
기 다른 손상도를 주어 손상도에 따른 탐지 능력을 확인
하였고, 손상 경우 4, 5에서는 각기 다른 위치에 20m씩
손상을 주어 손상 위치 탐지 가능 여부를 판단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라이저의 거동을 감시하기 위한 모니
터링 시스템에 대하여 고찰하고, 수치해석을 통하여 라
이저의 건전성을 평가할 수 있는 기법의 적용성을 검토하
였다. 검토 결과 검토에 적용된 기법들 중 모달 변형에너
지를 이용한 기법이 가장 정확한 결과를 산정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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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파실험을 통한 방파제 안전난간에 대한 소고
The Brief Study about the Safety Handrail
by the Overtopping Wave Experiment
이 규 세*
Yi, Gyu-Sei
ABSTRACT
In order to create a safe and pleasant hydrophilic coast, the coastal maintenance projects are under way in the
concept of the marine park. However, a lot of accidents are happened because of the unpredictable climate change and
the accidents are increased due to the lack of safety in the Coastal Zone. The number of the accidents that the
overtopping waves on the breakwater have swept the peoples on the breakwater into the sea result in the many deads,
have grown in the recent. And the damage of facilities caused by overtopping wave have increased in addition to the
casualties. In this study, the experiments of overtopping wave force acting on the handrail on the breakwater have
conducted to consider the safety design for the handrail. Through the several types of the experiments, the dangerous
wave patterns are identified, Also, the appropriate design guidelines and material for handrail to prevent the pullout of
the anchor bolt are proposed.
Key W ords: overtopping wave, safety handrail, dangerous wave patterns

1. 서 론
연안침식방지 및 호안정비를 주목적으로 하는 연안정
비사업을 추진 중이며 연안역의 친수성을 극대화하기 위
한 안전성 확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
다 그러나 최근 연안에서는 기상변화로 인하여 예측 할
수 없는 사고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크게 해변가 관
광지 해수욕장 방파제에서의 안전사고가 증가하고 있다
방파제 대부분의 난간은 보도에 사용하는 일반적인
난간을 사용하거나 교량용 난간을 사용하였다 난간의 파
괴형상 중 난간모형은 유지하고 있으나 난간의 아래 부분
이 뽑히는 인발 현상이 발생하여 외관상 좋지 못할뿐더
러 일부분만 손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난간이 연속적으
로 설치가 되어 있어 많은 구간을 수리해야 한다
본 논문은 방파제 안전난간의 안전기준을 확립과 제
작을 위한 기초적 자료를 제공하고자 방파제상 월파발생
시 난간에 작용하는 월파파력과 인발현상에 대해 연구하
기 위해 실험을 실시하였다

Fig. 1.
모형방파제의 제원은 폭
높이
길이
이며
난간의 설치위치는 그림 과 같다 외항의 개의 수직난
간을 설치하였으며 내항에는 개의 작은 수직부재를 사
용하였다 표 과 같은 파의특성들을 사용하여 월파 발생
시 난간에 작용하는 월파파력을 측정하였다
Table 1.
구

분

제 원

총길이
폭
두께
단면적
단면 차모멘트
단면계수
중립축에서 끝단까지의

실험조건
실험은 해안항만센터의 차원 복합수조에서 실시하였
다 수로의 제원은
의 수조에서 모형 방
파제를 설치하였다 수로단에는 소파 장치를 설치하여 반
사파를 줄였으며 대형 조파기를 사용하여 월파수를 생성
하였다

거리

스테인레스 탄성계수
월파는 방파제나 방조제의 마루를 넘는 현상으로 파의
주기와 파고에 따라 월파의 현상이 다르게 나타난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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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므로 파고의 특성을 사용하여 월파 실험을 실시하였다

여기서  는 파압  는 물의 단위

공식은 다음과 같다

중량으로 실험시 물의 온도

3. 실험결과
변형률 게이지는 금속 등의 재질에 신축량을 전기 저
항 등으로 변환하도록 한 미소 변위 검출 센서이다 난간
에 변형률 게이지
를 부착함으로써 난간의
변형률을 측정하였으며 월파실험결과 데이터 변형률 에
노이즈가 많이 발생 된 것을 볼 수 있다 노이즈를 제거
하기 위해 저주파 필터링
을 사용하
였으며
이상의 노이즈를 제거하여 결과분석을 수행
하였다 측정된 변형률은 그림 와 같다

를 고려하여

  을

사용하였고  는 중력가속도
   는 항력계수로
난간 기둥이 각형이므로
을 사용하였다


     m ax

실제 실험에서 외항과 내항에 대한 유속을 측정하
여 실험을 실시하였으며 월파파력 공식에 실제측정한 유
속을 적용시킴으로써 이 론  을 나타냈다 또한 실제 측정
된 변형률에 스테인레스 탄성계수를 곱하여 응력을 나타
냈으며 이 개의 응력비와 파고수심비
으로 그래프
를 나타냈다 파고수심비
은
이상이면 타격시
이하면 월류시의 현상을 나타낸다

Fig. 2 T7.0-H084 Gauge-3
은 파도와 특성별로 측정된 최대 변형률로써
에 필터링한 값이다 부호는 난간의 부착면을 기
준으로 내항으로 변형이 발생 할 시 음의 부호를 나타내
며 외항으로 변형 시 양의 부호를 나타낸다
Fig. 3.
Table 3.
구분

(Strain)
주기

파고

실측치

Fig. 4

5. 안전 난간의 인발현상

단위폭당 월파파력
가는 주상부재에 대한 단위폭당 월파파력 계산 파압

방파제에 설치되어 있는 대부분의 난간은 앵커볼
트를 사용하여 설치가 되어 있다. 월파 발생시 난
간의 지주 하단부에서 최대 모멘트가 발생하게 되
며, 앵커볼트보다 큰 하중의 인발현상이 발생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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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볼트에 작용하는 인발모멘트는 볼트 2개의
인발하중과 난간과 앵커볼트의 거리  로 기본적인
모멘트 공식을 사용하여 나타내었다. 파력으로 인
한 일반모멘트는 파력과 앵커판까지의 거리의 곱으
로 나타내었다.

한국방재학회논문집, pp.53-57, 2011.
최홍수, 방파제상에서 월파에 의한 인간 안전성 평가에
관한 실험적 연구, 박사학위논문, 충남대학교,
2012.
NAGASE, YOKOSUKA, Report of The Port And Harbour
Research Institute Ministry of Transport, Vol 31,
No.1, 1992.

Table 4.
앵커볼트의
인발하중



난간의
수직거리

앵카볼트
인발모멘트

파력의
인발모멘트

 ∙ 

 ∙ 

는 은 기본적인 휨공식    ×  을 파력과
인발에 대해 산정한 값이다 앵커볼트로 인한 인발모멘트
보다 파력으로 발생하는 인발모멘트가 더 크게 작용하므
로 인발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항만시설물 안전시설 설계지침에서 고려하는 설계파
고를 기준으로 계산하였을시 약
이상의 인장응력을
가진 앵커볼트를 사용하는 것이 안전한 것으로 판단되며
앵커볼트의 규격
사용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된
다

6. 결론
본 실험을 통해 월파수에 대한 위험파고 형태와 난간
이 뽑히는 인발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실험을 실시하였으
며 다음과 같이 파악되었다
월파수는 타입시와 월류시 가지의 형태로 구분 할 수
있으며 월파파력을 측정하여 응력비로 나타냈다 외항
의 난간 개의 실측데이터로 나타낸 평균 응력비 중
월류시 보단 타입의 형태가 더 높게 나타나 월류시보
단 타입시가 더 위험하다고 판단된다
월파로 인해 난간이 뽑히는 인발 현상이 발생하였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선 인발하중을 약
이상 확보
한 것을 사용해야 하며 직경
인
의 앵커볼
트를 사용시 인발에 대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판
단된다
난간 설치시 앵커볼트로 인한 인발에 대한 기준은 정
해져 있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규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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