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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진모르타르복합관과 유리섬유복합관의 관변형 실험
Ring Deflection Experiments of Reinforced Polymer Mortar Pipe and
Glass Fiber Reinforced Polymer Pipe
박 준 석* · 김 선 희** · 박 정 환***· 윤 순 종****
Park, Joon-Seok · Kim, Sun-Hee · Park, Jung-Hwan · Yoon, Soon-Jong
ABSTRACT
Pipe line for the water supply and/or drainage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life lines which is usually suffered from the
damage due to exterior load induced deformation and due to the lack of support resistance provided by the surrounding
soil. GFRP (Glass Fiber Reinforced Polymer Plastic) pipes are generally thinner, lighter, but stronger than the existing
concrete or steel pipes, and it is excellent in stiffness/strength per unit weight. In this study, we present the result of
field test for buried RPMP (Reinforced Polymer Mortar Pipe) and RTRP (Reinforced Thermosetting Resin Pipe) pipes
with 2,400mm diameter. The vertical and horizontal ring deflections are measured for 387 days. The ring deflection of
RPMP and RTRP measured by the field test is compared with the ring deflection limitation (5%) according to ASTM D
2412.
Key Words: GFRP, RPMP, RTRP, ring deflection, filed test

1. 서 론
GRP (Glass Fiber Reinforced Polymer plastics
Pipe)관은 1948년에 소개되면서 석유화학산업에 적용되
기 시작하였고, 타 관종과 비교할 때 장기적인 측면에
서 경제적이며, 강성 및 강도가 우수하고 내부식성이
큰 이유로 금속재질 관종의 대체관으로 사용되었다.
1960년대부터 GRP관은 상하수관 등 각종 지중매설관으
로 사용되면서 그 범위가 확대되었다.
GRP관은 콘크리트관 및 주철관과 같은 강성관(rigid
pipe)과 달리 매설되어지는 주변의 지반과의 상호작용으
로 외부 하중에 저항하기 때문에 연성관(flexible pipe)
으로 분류하며, ASTM D 2412(Iowa formula)에서 제시하고
있는 지반조건을 고려한 지중매설 연성관의 설계방법을
따라야 한다.
이 논문에서는 유리섬유가 주재료로 사용된 레진모르타
르복합관(Reinforced Polymer Mortar Pipe, RPMP)과 유리
섬유복합관(Reinforced Thermosetting Resin Pipe, RTRP)
에 대해 기존 연구자들의 연구문헌을 조사, 분석하고 재
료의 역학적 성질조사, 387일 동안의 현장매설실험을 통
하여 각 관의 수직변형을 조사, 분석하여 ASTM D 2412에
서 제시하고 있는 관변형 5% 기준에 대한 적합성을 검토
하였다.

2. GRP관의 특성
GRP관은 FRP를 주재료로 하고, 원주방향으로 연속섬유
를 사용하기 때문에 원주방향의 강성과 강도가 우수하
고, 관변형이 발생해도 복원력이 강하며, 시간경과에 따
른 변형의 증가가 거의 없다. 또한, 표면이 유리처럼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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끄러워 같은 구경의 다른 관보다 더 많은 유체를 이송할
수 있고, 하수관의 경우 통수성이 좋으므로 시공각도(경
사)를 작게 할 수 있어 토공량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공
항 등과 같은 평탄한 지형에 매설되는 관공사에 특히 적
합하다.
이 논문에서 고려된 GRP관의 역학적 성질은 Table 1에
나타내었다. Table 1의 GRP관은 RTRP관과 RPMP관으로 각각
제작하였다. RTRP는 전단면이 FRP로 구성된 관으로서, 보
강섬유는 유리섬유, 레진은 비닐에스터(vinylester)로 제
작되었다. 또한, RPMP는 레진과 유리섬유로 구성된 단면
사이에 폴리머 모르타르로 보강하여 제작되었다.
Table 1. Mechanical Properties of GRP Pipes
구 분
RTRP
2,400
직 경 ( )
44.00
두 께 ( )
303.30
인장강도( )
원주
41.60
인장탄성계수( )
방향
22.30
휨탄성계수( )
164.00
인장강도( )
12.40
인장탄성계수( )
211.00

)
압축강도(
길이
방향
12.20
압축탄성계수( )
175.00
휨강도( )
11.00
휨탄성계수( )

RPMP
2,400
44.0
146.00
16.50
78.90
9.45
149.00
8.97
154.00
11.50

3. 지중매설실험
이 논문에서는 지중매설관으로서 검토중인 두 종류의

과학기술연구소 연구원, E-mail: joon0527@hanmail.net - 발표자
과학기술연구소 연구원, E-mail: sunnys82@hanmail.net
토목공학과 박사수료, E-mail: hwan0516@hanmail.net
토목공학과 교수, E-mail: sjyoon@hongik.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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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Result of Vertical Ring Deflection (RTRP)

GRP관의 외압에 의한 구조적 거동을 조사하기 위해 RTMP
와 RTRP를 설치하고 관 상부에 되메움토를 16m 성토하여
시공하였으며, 시공단계부터 387일 동안 관변형을 측정하
였다. 지중매설실험에서는 각각 내경 2,400m의 관을 사용
하였으며, 관매설 전경을 Fig. 1에 나타내었다. 매설된
GRP관은 RTRP로 구성되어 있으며, 관 길이방향으로 동일
한 하중이 작용할 수 있도록 성토사면 중앙에 설치하였
다. RTRP로 구성된 관은 6m 길이의 관 4개와 4m 길이의
관 1개, 10m 길이의 관 1개를 연결하여 38m의 관을 설치
하였다. 또한, 계측을 위한 진입로는 RPMP로 설치하였으
며 관 길이방향으로 20m를 시공하였다.

Fig. 3 Result of Vertical Ring Deflection (RTMP)

Fig. 1 Installation of GRP Pipes Buried Underground
관 주변 기초 및 관상부 되메움 토사의 특성은 현장에
서 직접 시험을 통해 조사하였으며, 조사결과 지반침하량
에 따른 GRP관의 국부적 응력집중 및 누수에 의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들밀도시험결과
다짐도는 매설관 기초부 97.05%, 매설관 상단부 97.64%로
모두 97%를 초과하였으며, AWWA M 45 (2005)에서 제시하고
있는 양호한 다짐상태(다짐도 95%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
다.
지중매설된 GRP관의 관변형 측정은 RTRP로 구성된 GRP
관의 3개소, RPMP로 구성된 GRP관의 4개소에서 수행되었
다. RTRP로 구성된 GRP관은 1개소당 수직방향과 수평방향
을 측정하기 위해 6개소에 Dial Gage를 설치하여 관변형
을 측정하였고, RPMP으로 구성된 GRP관은 1개소당 수직방
향을 Laser Distance Meter로 6지점의 관변형을 측정하였
으며 RPMP관 중 1개소는 4개 지점의 관변형을 측정하여,
총 22개 지점의 관변형을 Laser Distance Meter로 측정하
였다. 측정결과는 각각 Fig. 2와 Fig. 3에 나타내었으며,
수직방향의 대표적인 관병형 결과만을 나타내었다.

Fig. 2에서 수직방향 관변형은 연결부(No. 3)에서 가
장 크게 나타났으며, 실험조건에서 실험대상이 되는 RTRP
와 진입로가 되는 RPMP의 강성 차이로 인해 상대적으로
강성이 약한 RTRP에 과도한 하중이 작용하였기 때문인 것
으로 생각되었다. 상대적으로 RPMP에서 수직 관변형이 1%
미만의 관변형을 보였으며 관의 강성 차이로 인하여 이러
한 결과값을 보인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논문에서는 원자력발전소 및 화력발전소 등의 냉각
수 취수관로 또는 life line으로 사용 가능한 2종의 GRP
관(RTRP, TRMP)에 대한 재료적 성질 조사, 현장매설실험
결과분석 등의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지중매설 GRP관의 현장매설실험은 387일 동안 수행되었
으며, RTRP관과 RPMP관 모두 1.5% 미만의 수직관변형이
발생하였다. 국내설계기준 및 ASTM D 2412에서 제시하고
있는 허용관변형 5%보다 작은 값을 보였으며, 현장매설실
험을 통해 지중매설 GRP관의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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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요소해석(PFC3D)을 이용한 재료의 유효입경에 따른 지오그리드
거동에 대한 연구
A Discrete Element Modeling of Influences of Material Effective Grain
Size on Geogrid Response
권 혁 민* · 오 정 호** · 한 신 인***
Kwon, Hyeok-Min* · Oh, Jeongho** · Han, Shin-In***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개별요소해석 프로그램인 PFC3D를 이용하여 지오그리드와 재료입자 사이의 상관관계를 지오그리드
반복인장 시험 및 전단시험을 통해 확인 하고자 한다. 재료의 입도 유효입경 D50 (누과통과율 50%)을 기준으로
40mm, 30mm, 20mm, 15mm, 10mm 로 비교 하였고, 합성수지로 제작된 지오그리드 개별요소를 미시 물성치 보정을
통해 형성하였다. 반복인장에서는 변형률 0.5%를 최대 인장 변형률로 설정하여 반복인장을 500회 실시 하였으며,
전단 시험에서는 지오그리드 생성위치를 전단면으로 설정하였고 횡방향으로 변형률 10%까지 전단시켰다. 해석 결
과 유효입경 20mm에서 가장 큰 보강효과를 확인 하였고, 40mm 및 30mm에서 보강효과가 감소되는 것을 확인하였
다. 지오그리드의 격자 크기를 고려하였을 때, 재료의 유효입경의 크기는 격자의 내접원 직경의 60% 정도 확보 시
보강효과가 가장 좋은 것으로 확인하였다.
Key Words: 개별요소해석(DEM), PFC3D (Particle Flow Code 3D), 지오그리드, 유효입경 (D50)

1. 서 론
토목시공에서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토목
섬유 중 지반보강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지오그리드는
폴리프로필렌 또는 폴리염화비닐등의 합성수지 재질로
제작되며, 대상 재료간의 결속력 확보를 위해 격자구조
로 형성되어 있다. 대상 재료가 격자사이에 끼여 맞물
림 효과를 증가하여 횡방향에 대한 강도를 증가 시키
고, 지지력 향상에도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지오그리
드 격자 크기와 재료 입자의 크기는 상호 큰 영향을 주
는 인자라고 볼 수 있다 (Pi and Oh 2015).
본 연구는 투수성포장체를 시공함에 있어 보조기층
을 투수성 확보를 위해 쇄석자갈을 이용하였고, 지지력
증가를 위해 지오그리드를 적용하여 실내외 시험을 통
해서 보강효과를 확인 하였다(Kwon et al., 2015). 쇄
석은 AASHTO No. 57 골재 입도 기준에 맞춰 준비 하였
고, 지오그리드 격자는 ⌧모양으로 제작하였다 (UNHSC,
2009) .
본 연구에서는 사용된 지오그리드에 가장 적합한 입
도분포를 확인하기 위해서 재료의 입도를 각각 다른
유효입경 조건을 고려하여 반복인장 및 전단하중에 대
한 지오그리드의 거동을 개별요소해석(DEM) 프로그램인
PFC3D (Itasca, 2003)를 이용하여 확인 하고자 한다.

적용하여 힘(Force), 모멘트(Moment), 속도(Velocity), 변
위(Displacement) 등을 단계마다 해석 하는 방식이고, 입
도분포를 고려하여 볼을 생성할수 있는 장점이 있다. 개
별요소해석에서는 3가지 접촉모델이 있으며, 크게 강성모
델(stiffness model), 미끄럼 모델(slip model), 접착모델
(bonding model)이 있다 (Itasca, 2003).
강성모델은 개별요소 간 혹은 개별요소와 경계면 간의
접촉점에서의 접점력과 상대 변위간의 탄성적 상관관계를
모델링 하며 이는 연직강성과전단강성에 의한 하중-상대
변위 거동을 표현한다. 미끄럼 모델은 개별요소들 간의
미끄러짐을 형상화하는 모델로서, 접촉면에 별도의 접착
조건이 부여되지 않아 인장력에 의한 입자간의 분리 현상
을 표현한다. 이는 접점력의 전단성분이 허용 전단력을
초과할 때 발생하게 되는 원리를 따른다.
접촉모델은 개별요소 접점에 작용하는 인장, 압축, 전
단력, 모멘트에 대한 저항강도를 제공하는 것으로 주로
암석과 같은 취성재료의 모델링에 적합하다(Itasca,
2003). 그림 1은 접촉-강성모델의 기본 개념을 보여주는
것으로 수직 및 전단방향으로의 강성계수(k)에 의해 입자
간 거동이 모사됨을 보여준다.

2. 이론적 배경
본 연구에서 수행한 개별요소해석 프로그램은 PFC3D
으로 모델의 시편을 각각의 공(ball)으로 생성하여 입자
간에 생성되는 접촉점의 접촉력을 해석하고 운동방정식을

* 학생회원․ 한국교통대학교 철도시설공학과 석사과정, E-mail: koreakhm11@naver.com
** 정회원․ 한국교통대학교 철도시설공학과 조교수, E-mail: j-oh@ut.ac.kr
*** (주) 서영엔지니어링 기술연구소 상무, E-mail: sihan@seoyounge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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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접촉-강성 모델 기본 개념도 (Pi, 2015)

3. 개별요소해석
본 논문에서는 지오그리드와 재료입자사이의 상관관계
를 비교하기 위해 전단, 지오그리드 반복인장을 통해 지
오그리드 생성 범위에서 발생하는 전단응력을 측정하여
비교 검토 하였다.
3.1 지오그리드 모델링
먼저 해석에 필요한 지오그리드를 생성하기 위해 실제
지오그리드의 두께, 길이를 측정하여 실제 규격과 최대한
유사한 모형으로 모델링을 실시 하였다. 아래 그림 2는
실제와 모델링된 지오그리드 형상을 비교하여 보여준다.
규격은 가로세로 24cm, 한 셀당 8cm의 크기를 갖고 있
고, 격자의 두께는 3mm, “x”격자 연결부의 두께는 2mm
이다.

실제 지오그리드

그림 3. 지오그리드 인장시험 모델링 및 진행과정
본 논문에서 물성치는 수직강성(kn), 수평강성(ks)를
말하고 kn/ks=1 로 설정하여 같은 값을 사용하였다.
초기 지오그리드 물성치는 5.5E+8을 설정하여 점차적으
로 값을 낮추면서, 수차례 반복수행을 실시 하였다.
결과값을 정리하여 다음 그림4와 같이 나타내고 관계식
을 얻은 후, 0.5% 변형률에서 300KN/m 인장강도를 가지는
물성치를 역으로 찾는 작업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 약
7.611E+7 으로 확인 되었다.

PFC3D 모델링
지오그리드

그림 4. 지오그리드 미시물성치 결정
그림 2. 실제 지오그리드 및 모델링 비교
3.2 반복인장시험 모델링
다음은 지오그리드 물성치을 결정하기 위해 지오그리드
인장시험을 모델링 하였다. 인장강도는 골재용 지오그리
드의 물성인 300KN/m (변형률 0.5%) 로 설정하였다. 다음
그림 3은 지오그리드 인장시험 과정을 보여준다.

먼저 흙입자를 모델링할 볼의 물성을 결정하기 위해 실
내 시험을 통해 얻은 데이터를 이용하여 볼 강성을 결정
하여야 되지만, 여건이 되지 않아 초기 볼의 물성치를
1E+6으로 설정한 후 점차적으로 값을 낮추면서 수차례 반
복수행을 실시한 결과 8E+4 값일 때 문제없이 해석을 진
행할 수 있었다. 본 논문에서 결정된 지오그리드와 볼의
물성치를 보면 약 1E+3 가량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Cheng
Chen et al.,(2012)에서도 이와 비슷한 차이를 보인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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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확인되었다.
다음 그림5는 반복인장 시험 모델링 순서를 보여준다.

그림 7. 반복인장시험 결과 그래프
그림 5. 지오그리드 반복인장 시험 모델링
먼저 지오그리드와 볼을 생성한 다음 자유 낙하 시킨
후, 일정한 상재압을 가할 재하판을 생성하였다. 재하판
의 물성치는 수차례 반복해석을 수행한 후 해석단계 검토
및 소요시간을 고려하여 1E+10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었다.
상재압 또한 반복수행을 통한 결과 30N으로 설정하였을
때, 무리 없이 해석이 진행되었다.
반복인장은 총 500회를 진행하였고, 인장은 변형율
0.5% 범위로 설정하였다. 다음 그림6은 반복인장시 응력
이 일정한 주기를 가지고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나
타내고 있어, 반복인장 모드에서 해석수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응력(stress)은 지오그리드 전체
범위에서 인장방향으로 발생하는 응력값을 측정하였다.

해석결과, 유효입경 20mm에서 가장 큰 응력이 발생하였
고, 그다음 30mm, 15mm, 10mm, 40mm 순이다. 여기서의 전
단응력은 입자와 지오그리드 간의 결속력으로 판단할 수
있다. 초기 하중단계에서의 입자간의 불균형한 거동을 고
려하여 200회 재하 회수 이후 데이터를 이용하여 선형 추
세선으로 1000회 하중 재하횟수 까지의 응력 변화를그림
8과 같이 추이하였다.

그림 8. 선형 추세선을 이용한 N=1000 결과 예측

그림 6. 반복인장 결과 예시

다음 그림7은 해석 결과 그래프 이고, 각 cycle당 최대
응력 값을 토대로 작성하였다.

비교 결과, 유효입경 10mm를 기준으로 유효입경 크기가
커질수록 전단응력이 증가하여 유효입경 20mm 경우 최대
치를 보여주었으며, 그 이상 크기인 30mm와 40mm 경우 응
력값이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본 연구에서 사용
된 지오그리드의 격자 형상을 고려한 내접원 직경 산정
결과 33mm로 확인되었고, 따라서 유효입경의 크기가 격
자 내접원 직경과 같거나 이상이 될 경우, 보강효과가 저
감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내접원 직경의 약 60% 수준인
유효입경 20mm 경우가 최적의 입경크기임을 제한적으로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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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라 표기된 부분이 측정 위치이고, 범위는 지오그리
드 범위인 반경 12cm 구체의 범위로 설정하였다. 측정값
은 전단응력(xy-stress)을 측정하였다.

3.3 전단시험 모델링
다음 그림9는 전단시험 모델링 순서를 보여준다.

그림 11. 전단시험 후 모습 및 측정 범위 확인
다음 그림 12는 해석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9. 전단시험 모델링 및 진행과정

최종 모델링된 그림을 보면 전단 박스양쪽에 “ㅏ” 모
양으로 판을 만들어 놓을 것을 볼 수 있는데, 이유는 전
단 시 전단박스 양 끝단에 틈이 생기게 되는데, 그 틈 사
이로 볼이 이탈하는 현상이 발생해 해석에 신뢰성을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 하고자 위와 같은 방법을 고안
했다. 해석 후 확인한 결과 볼이탈 발생이 없는 것으로
확인 되었고, 다음 그림10에서 이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12. 전단시험 결과 그래프
해석 결과 최종 변형율 10%를 기준으로 20mm에서 가장
큰 전단응력을 보였고, 그다음 10mm와 15mm 는 비슷한 값
을 보였다. 30mm, 40mm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4. 결론
반복인장시험 모델해석 결과 유효입경 20mm에서 가장 큰
응력이 발생하여, 지오그리드와 볼입자 사이의 interlocking(맞물림) 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확인 되었다.
반복인장시험에서 인장횟수가 증가 할수록 유효입경
20mm, 15mm, 10mm 와 40mm, 30mm 에서의 응력값 차이는 점
차 증가 하고 있다. 이는 40mm 및 30mm 에서는 지오그리
드 격자크기에 비해 볼의 크기가 커서 interlocking(맞물
림)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10. 볼이탈 방지 대책 예시

전단은 지오그리드 길이를 기준으로 변형률 10%로 설정
하여 2.4cm 전단을 시켰고, 다음 그림은 전단 후 모습을
보여준다.

전단시험 모델해석 결과 변형률 10% 기준, 유효입경
20mm에서 전단응력이 가장 크고, 15mm 및 10mm 는 비슷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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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측정되었다. 40mm 및 30mm 에서는 계속 감소하는 양상
을 보이고 있는데, 반복인장시험 결과와 마찬가지로
interlocking(맞물림)이 제대로 되지 않기 때문으로 예상
된다.
따라서 지오그리드의 격자 크기를 고려하였을 때, 재료
의 유효입경의 크기는 격자의 내접원 직경의 60% 정도 확
보 시 보강효과가 가장 좋은 것으로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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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FRP 강화 폴리우레탄 발판의 구조적 성능
Structural Performance of GFRP Polyurethane Foothold
유 종 호* · 최 진 우** · 서 수 홍*** · 남 정 훈**** · 윤 순 종*****
Yoo, Jong-Ho · Choi, Jin-Woo · Seo, Su-Hong · Nam, Jeong-Hun · Yoon, Soon-Jong
ABSTRACT
Generally, antiseptic synthetic woods are used in septic environment because of their durability and relatively fine view.
However, they have problems such as a failure of connection between the members under the septic conditions. In this
study we investigate a fiber reinforced polyurethane foothold to be used in the wet environment to replace the synthetic
wood. The fiber reinforced polyurethane foothold is consist of 2 different layer of materials. First layer is a glass fiber
reinforced polymeric plastics (GFRP) which is located at outer surface of the foothold. This GFRP outer layers carry
most parts of load. Second layer is a polyurethane layer which transfers the load to each outer layer. Flexural tests for
this foothold are conducted. From the flexural tests it is confirmed that the structural performance of foothold test
specimen with different number of GFRP layers and density of the polyurethane.
Key Words: fiber reinforced polyurethane foothold, glass fiber reinforced polymeric plastics, polyurethane, bending test
나타내었다.

1. 서 론
일반적으로 습윤환경에 사용되는 발판의 재료는 합
성목재를 주로 사용하고 있다. 합성목재는 심미성이 우
수하나, 습윤환경에서 모재의 강도저하 및 연결부의 파
손 등 내구성이 감소하는 현상이 빈번히 발생한다. 또
한 파손된 합성목재는 유해한 화학성분을 방출하기 때
문에 환경적 문제를 발생시키기도 한다. 이 논문은 합
성목재 발판을 대체할 새로운 복합소재 발판을 개발하
기 위한 연구의 일부이다.
이 연구에서 제안하고자 하는 복합소재 발판은 GFRP
(Glass Fiber Reinforced Polymers) 매트와 폴리우레
탄폼을 합성하여 제작한 섬유강화 폴리우레탄 발판이
다.
이 논문에서는 섬유강화 폴리우레탄 발판의 구조적
성능을 확인하기 위한 휨강도실험 내용을 정리하였다.
휨강도실험은 GFRP 층의 적층 수와 폴리우레탄의 밀도
가 발판의 구조적 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Fig. 1 Fabrication Process of GFRP Polyurethane
Foothold

2. 섬유강화 폴리우레탄 발판의 특징
2.1 섬유강화 폴리우레탄 발판의 제작과정

2.2 섬유강화 폴리우레탄의 특징

이 연구에서 제시한 섬유강화 폴리우레탄 발판은 폴리
우레탄폼의 상하부에 유리섬유 매트를 레진을 이용해 함
침시켜 제작한다. 또한 제작과정에서 폴리우레탄의 밀도
와 GFRP 매트의 적층 수는 섬유강화 폴리우레탄 발판의
휨강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섬유강화 폴리우레탄
발판의 제작과정 및 완성된 폴리우레탄 발판은 Fig, 1에
*
**
***
****
*****

섬유강화 폴리우레탄 발판은 기존 습윤환경에 사용되어
왔던 합성목재에 비해, 내부식성이 크고 단위중량이 작
다. 따라서 합성목재 뿐만 아닌 기존 건설재료(강재, 콘
크리트 등)에 비해 수변환경에 적용하기 용이하며, 특히
부유식 구조물 제작시 부력체의 수량을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에 경제성과 시공성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다.

학생회원․ 홍익대학교 토목공학과 석사과정, E-mail: yjhcivil06@naver.com - 발표자
정회원․ ㈜아이시스이엔씨 팀장, E-mail: jinu385@hanmail.net
정회원․ ㈜아이시스이엔씨 팀장, E-mail: sshplus98@hanmail.net
정회원․ ㈜아이시스이엔씨 이사, E-mail: cheethar@hanmail.net
정회원․ 홍익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 E-mail: sjyoon@hongik.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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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강화 폴리우레탄 발판의 단위중량은 구성하는 폴리
우레탄폼의 밀도 및 GFRP 매트의 적층수에 따라 차이를
나타내지만, 충분한 소요강도를 발휘할 수 있도록 제작할
때의 단위중량은 일반 합성목재 중량의 약 50% 이하로 나
타난다.

2.0

Failure Moment (kN .m)

1.5

3. 섬유강화 폴리우레탄 발판의 휨강도실험

1.0

0.5

이 연구에서는 섬유강화 폴리우레탄 발판의 구조적 성
능을 확인하기 위한 휨강도실험을 수행하였다. 휨강도실
험은 폴리우레탄의 밀도 및 GFRP 매트의 적층수를 변수로
실험체를 제작하였으며, 파괴시의 휨모멘트를 기준으로
정리하였다.
휨강도실험은 홍익대학교 구조재료실험실에서 3점재하
방식으로
수행하였으며,
하중은
변위제어방식으로
3mm/min 속도로 재하하였다. 시편은 길이 1000mm, 폭
300mm, 두께 20mm로 폴리우레탄 밀도 및 GFRP 매트 적층
수를 달리하여 총 8케이스를 제작하였다. 섬유강화 폴리
우레탄 발판의 휨강도실험 모습은 Fig. 2에 나타내었다.

Number of GFRP Mat Layer : 3
Number of GFRP Mat Layer : 4
0.0
60

80

100

120

140

160

180

200

220

Density of Polyurethane (kg/m3 )

Fig. 3 Relationship between Density of
Polyurethane and Failure Mo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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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Relationship between Number of GFRP Mat
Layer and Failure Moment

4. 결 론

Fig. 2 Flexural Test for GFRP Polyurethane
Foothold Specimens
실험결과, 폴리우레탄의 밀도가 증가할수록 파괴강도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나 증가율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와 같은 현상은 폴리우레탄의 면내 변형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즉, 밀도가 낮은 경우 폴리우레탄은 면
내 변형이 발생하고, 밀도가 증가할수록 면내 변형량이
감소하기 때문에 폴리우레탄의 휨저항성능이 급격히 향상
되며, 특정한 밀도를 초과할 경우 면내 변형 없이 휨강도
에만 저항하기 때문에 강도 증가율이 감소하는 것으로 판
단된다. 따라서 폴리우레탄은 면내 변형이 발생하지 않는
밀도(실험결과상 110kg/m3)로 제작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
된다.
실험체는 GFRP 매트의 적층 수가 증가할수록 선형에 가
까운 강도증가를 나타내었다. 이와 같은 현상은 두 재료
가 일체거동하는 복합재료 휨부재의 역학적 특성이기 때
문에 섬유강화 폴리우레탄 발판을 구성하는 두 재료의 부
착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폴리우레탄폼의 밀도 및 GFRP 매트 적층 수에 따른 섬
유강화 폴리우레탄 발판의 파괴모멘트 관계는 Fig. 3, 4
에 각각 나타내었다.

이 연구는 기존에 습윤환경에서 사용되던 합성목재를
대체할 섬유강화 폴리우레탄 발판의 개발에 관한 연구이
다. 섬유강화 폴리우레탄 발판은 폴리우레탄폼에 GFRP 매
트를 레진을 이용하여 함침시켜 제작하며, 합성목재에 비
해 단위중량이 작고 습윤환경에 대한 저항성이 뛰어나다
는 장점을 갖고 있다.
이러한 섬유강화 폴리우레탄 발판에 대한 휨강도실험을
수행하였으며, 향후 추가 연구를 통해 구조적 성능 및 경
제성을 확보한 섬유강화 폴리우레탄 발판 개발에 기초자
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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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중매설 GFRP 상수관의 내압성능
Internal Pressure Capacity of GFRP Water Supply Pipe Buried
Underground
서 재 훈* · 김 선 희** · 유 종 호*** · 원 용 석**** · 윤 순 종*****
Seo, Jae-Hoon · Kim, Sun-Hee · Yoo, Jong-Ho · Won, Yong-Suck · Yoon, Soon-Jong
ABSTRACT
In the water supply pipeline system polyethylene (PE), polyvinyl chloride (PVC), and ductile cast iron pipe are mostly
used. However, they have some problems such as reduced durability due to material degradation, defects in connections,
the pipelines breakage, and lack of continuous maintenance. Recently, research on durable and outstanding corrosion
resistance glass fiber reinforced polymer plastic (GFRP) pipe is being actively conducted. GFRP is classified into the
flexible pipe and when soil pressure and live load act on buried GFRP pipe, the load acting on the pipe is transferred to
the surrounding soil. So, pipe will support the load with the surrounding soil. In this paper, to apply GFRP pipe for the
water supply pipeline system, the structural reliability of GFRP water supply pipe buried underground should be
investigated by examining the mechanical properties of GFRP pipe as well as the soundness of the pipe under buried
state. The field test of buried pipe is conducted and the results are analyzed and discussed.
Key Words: flexible pipe, glass fiber reinforced polymer plastic (GFRP), internal pressure, buried pipe

1. 서 론

Table 1. Vertical Bed Excavation Criteria

상수관은 대부분 폴리에틸렌(PE), 폴리비닐클로라이
드 (PVC), 덕타일 주철관 등을 주로 사용해 왔다. 그러
나 대부분의 관로들이 노후화되어 내구성이 저하되고
연결부의 결함, 관로의 파손, 지속적인 유지관리의 미
비 등으로 인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최근
내구성 및 내부식성 등이 뛰어난 유리섬유복합(GFRP 또
는 GRP)관에 대한 연구 및 현장적용이 활발히 이루어지
고 있다. 연성관으로 분류되는 GRP관을 지중에 매설할
경우 강성관과 달리 연성관은 지반과 상호작용하여 외
부하중에 대해 저항하기 때문에 지중매설 연성관의 설
계에 앞서 구조적 거동과 지반과의 상호작용 등을 검토
해야한다. 이 연구에서는 GRP관을 상수관으로 사용하기
위해 내경이 700mm, 1200mm인 GRP관의 현장매설실험을
통해 지중매설 GRP관의 내압성능을 검토하였다.

2. 테스트베드
상수도용 GRP관의 내압에 의한 구조적 거동을 조사하기
위해 매립깊이 1.2m(도로밑 시공 모사, 수직 터파기)와
4.0m(수도용 부지 시공 모사, 제형 터파기)의 터파기를
실시하였다. 테스트베드의 매립 조건은 수자원공사 토목
공사 설계지침에서 제안하고 있는 터파기폭을 적용하였
다. 수직 터파기 기준과 제형 터파기 기준을 Table 1과
Table 2에 나타내었다.

Diameter(mm)
700
1200

External
diameter
(cm)
193
245

Margin
depth
(cm)
60
60

Bedding
(cm)
30
30

Table 2. Trapezoidal Bed Excavation Criteria
Diameter(mm)
700
1200

External
diameter
(cm)
113
165

Margin
(cm)

Bedding
(cm)

20
20

30
30

터파기 기준에 따라 터파기를 한 후 토피고별 GRP관을
설치하였다. 관 주변 기초 및 관 상단 30cm까지 모래기초
를 하였으며, 되메우기는 현지의 지반토를 사용하였다.
현장 테스트베드 실험에 사용된 GRP 상수관의 제원은
Table 3에 나타내었다.

* 학생회원․ 홍익대학교 토목공학과 석사과정, E-mail: tjwogns92@nate.com - 발표자
** 정회원․ 홍익대학교 토목공학과 공학박사, E-mail: sunnys82@hanmail.net
*** 학생회원․ 홍익대학교 토목공학과 석사과정, E-mail: yjhcivil06@naver.com
**** 정회원․ 홍익대학교 토목공학과 박사수료, E-mail: yswon35@naver.com
***** 정회원․ 홍익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 E-mail: sjyoon@hongik.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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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GRP Pipe Dimension
Description
Nominal stiffness
(   )
Nominal pressure
(bar)
Total thickness
(mm)

Nominal diameter(mm)
DN700
DN1200
SN10000

SN10000

PN10(10bar)

PN10(10bar)

14.5

24.5

외력으로는 토피고 1.2m와 4.0m를 적용하였으며, 충격
하중은 도로안전시설 과속방지턱 시설 규격을 적용한 장
비턱을 관 상부 토피 위에 설치하여 적용하였다. 활하중
의 경우, 만차상태의 덤프트럭(37.5tonf)을 이용하여 미
충수 상태에서 활하중을 10일동안 30회 이상 통행시켰고
충수 후에는 활하중을 30일 동안 종방향으로 100회 이상,
횡방향으로 25회 이상 재하하였다. 또한, 관 내부 배수
후 15일 동안 활하중을 30회 이상 재하하였다.

3. 정압시험
테스트베드를 설치하여 장시간 내압이 걸릴 때의 GRP관
의 내압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상수도 표준시방서(2014)에
서 제안하고 있는 수압시험 기준을 적용하여 시험을 수행
하였다. 압력조건은 1개월 동안(장기간 사용조건 모사)
15bar 이상의 내압이 작용할 경우 지중매설 GRP관에 외압
이 작용하여도 내압이 일정 압력으로 유지되는지를 측정
게이지에 연결한 데이터 로거를 통해 수치화하고 압력변
화 추이를 확인하였다.
정압시험 결과 복합하중(내압+외압)이 작용하여도15bar
이상의 내압이 일정하게 유지됨을 알 수 있었다. 정압시
험의 결과를 Fig. 1에 나타내었다.

Fig. 1

Result of

Repeated Pressure Test (4.0m, 1.2m)

반복 압력시험 결과 관 연결부 이탈, 누수 등으로 인하
여 내압이 떨어지는 현상은 발생하지 않았으며, 지중매설
GRP관을 압력관으로 사용하여도 충분히 내압을 유지시킬
수 있는 강성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5. 결 론
지중매설 GRP 상수관의 정압시험 결과, 허용압력 10bar
이상의 압력인 15bar가 관에 1개월 동안 작용하여도
15bar 이상의 내압이 유지됨을 알 수 있었다. 이 결과를
통하여 장기간 사용조건하에서도 지중매설 GRP 상수관의
내압성능이 유지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반복 압력시험의 결과, 15 ~ 20bar의 압력을 회당
30분간 반복하여 재하하여도 관의 내압이 관 연결부 이
탈, 누수 등으로 인하여 떨어지는 현상이 없이 15bar 이
상으로 유지됨을 알 수 있었다. 이 결과를 통하여 수충압
상태에서도 지중매설 GRP 상수관의 내압성능이 유지됨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지중매설 GRP 상수관을 압력관으로
사용하여도 충분한 내압을 유지시킬 수 있는 강성을 가지
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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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ult of Constant Pressure Test (4.0m, 1.2m)

4. 반복 압력시험
반복 압력시험은 정압시험이 끝난 후 회당 30분간 15 ~
20bar의 반복 압력(수충압 모사)을 가하였다. 반복 압력
시험의 결과를 Fig 2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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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와셔 타입의 DTI 개발 연구
Development of DTI(Direct Tension Indicator) with
a type of Spring Was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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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 Jeong Su Hwang, Seul Ki Park, Young Pil Nah, Hwan Seon Choi, Sung Mo
ABSTRACT
Axial force of the bolt is very important for structural stability. To obtain stability of the structure, axial force of the
bolt should satisfy the specification and be maintained over the time. Hence, It is important to the axial force of the bolt
is measured and it manages. However, measuring of the axial force using sensors is very expensive. Torque method
using frequently in the field is difficult to confirm accurately by the torque coefficient change. In this study, measuring
of axial force using elastic force of the spring washer was studied. First, the relational formula is drawn about the
pressure in which the spring washer model changes to the annular of the plane state. According to the axial force of the
bolt, the necessity height of the spring washer is presented and the finite-element analysis model is recommended. The
analysis model research, generally, the axial force of high strength bolt is confirmed. It expands to confirmation of the
large caliber bolt.
Key Words: spring washer, bolt axial force, elastic force, measurement, high ttension bolt

1. 서 론
강구조물의 접합방식은 모재를 녹여서 접합하는 용
접방식과 볼트와 너트를 이용하여 접합하는 볼트 접합
이 일반적으로 사용된다. 볼트 접합을 사용할 경우 구
조물의 안전성을 위해 볼트의 축력이 확보되어야 한다.
축력을 확보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TS 볼트를 통해 토크
관리법을 사용한다. 하지만 이 방법은 동일 조건에서
윤활유 상태나 날씨 등에 따라 토크 계수가 변하여 축
력이 달라진다. 결국 DTI나 링로드셀 등을 이용하여 축
력을 직접 측정하거나 육안으로 축력을 확인하여야 하
는데 이는 고가이며 번거롭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스프링 와셔를 이용한 축력 측정 가능성에
대하여 관계식 확인 및 해석적 접근으로 연구하였다.

그림 1. 체결 전 DTI 형상

2. 축력 확인에 대한 DTI의 작용 원리와 스프링
와셔 작용원리의 비교
선행연구(나환선, 2015)에서 언급된 DTI 작용 원리는
대표적으로 하중인식용 와셔 방식이다. 이 와셔는 일반
평 와셔에 비해 한 면에 돌기가 나와있는 형태로 되어 있
고, 이 돌기가 일정하중을 받으면 소성변형을 하면서 볼
트머리와 이 와셔사이 간격이 감소되면서 해당 볼트에 도
입된 인장력을 확인하는 방법이다.

그림 2. 체결 후 DTI 형상
기존의 토크 렌치 방법의 이용에 따른 토크계수 또는
현장 작업 환경 조건에 따른 고력볼트 와셔면의 표면변화
등에 관계없이 일정한 인장력을 도입할 수 있다는 장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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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고 있는 반면, 와셔단가가 비싸다는 단점이 고려되어
야 한다.
DTI와셔와 달리 스프링와셔로 축력을 측정하기 위해서
는 스프링 와셔가 눌려져 평면상태의 환형으로 변하기 위
한 전압력이 볼트에 주어져야 하는 축력보다 크거나 같아
야 한다. 이 조건을 만족하는지 알기 위해 가해지는 축력
과 스프링 와셔의 변형상태의 관계를 구해야 하며, 그림
3과 같은 스프링 와셔를 선택하였고 그에 따라, 선행연구
(안성민, 2014)에서 제안된 식으로 처짐을 통해 축력을
구할 수 있다.

그림 5. 스프링와셔 해석 모델

그림 6. 와셔 경계조건

그림 3. 스프링 와셔

그림 4. FBD

     

(1)



              cos 

(2)
그림 7. M20 스프링와셔 두께
51mm

 
      


4. 결론

(3)

 
         cos   
    




(4)
 
 
      
 

축력  
      

(5)

고력볼트 접합부 체결축력 확인을 위해 사용되는 DTI와
셔를 스프링와셔의 타입으로 개선하여 고력볼트 체결축력
을 확인할 수 있는 가능성 및 해석 모델, 관계식을 제안
하고 해석을 통해 거동을 확인하였다. 다만, 와셔의 높이
가 높아짐에 따라, 상용화와 적용성에 문제가 고려되기에
이후, 소재의 개발을 통해 더 컴팩트한 와셔 개발 가능성
과 고력볼트 체결축력을 확인하는 개선된 DTI와셔의 개발
을 기대 할 수 있겠다.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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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한 결과의 일부임. 과제번호: 20131520202160

3. 유한요소 해석을 통한 스프링 와셔의 거동 확
인
해석에 사용한 프로그램은 범용 유한요소 해석 프로그
램인 Abaqus/Standard ver. 6.10을 사용하여 해석을 진행
하였다. 해석 기본 모델은 스프링 와셔를 3차원 솔리드
C3D8R로 모델링하고 그림 3.로 나타내었다. 초기 설정이
였던 M20의 스프링와셔 규격은 체결축력 181kN의 용량을
가진 와셔로써, 높이(두께) 51mm로 유한요소모델이 제안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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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 UHMWPE 섬유로 보강된 RC보의 실험적 연구
Experimental Study on RC Beams Strengthened with 3D UHMWPE
김 도 형* · 장 준 호** · 김 시 윤***· 김 승 직**** · 신 상 영*****
Kim, Do-Hyeng · Jang, Jun-Ho · Kim, Si-Yun· Kim, Sung-Jig · Sin, Sang-Young
ABSTRACT
This paper presents an experimetal study on RC beam strengthened with 3D Ultra-High-Mocular-Weight-Polyethylene
(UHMWPE) fabric. This research program aims at developing the 3D UHMWPE textile fabic to improve the structural
performance of RC beam. Specimens were constructed and experimentally investigated through static tests. Testing data
were analyzed to investigate the performance of the specimens retrofitted or strengthened with UHMWPE fiber compared
to the non-retrofitted RC beam responses. It was concluded that the strengthening method using 3D UHMWPE fiber can
improve the performance of RC beam.
Key Words: UHMWPE, textile fabric, retrofit, RC beam

1. 서 론
2. 실험 개요
최근 많은 연구에서는 지진과 같은 극한 하중을 받
는 구조물들의 성능향상과 관련하여 구조물 또는 구조
부재를 변화시키거나, 부재를 추가하는 보강 공법에 초
점을 맞추고 있다.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보강 공법의 목적은 연성능력 및 전단강도를 증가
시키기 위하여 콘크리트 부재의 휨강도 및 구속능력을
향상을 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보강 공법으로는 Steel
Jacketing, 강판 및 FRP 섬유를 이용하여 랩핑하는 공
법이 있다.
강판 접합 방법과 비교하여 FRP 보강 방법은 경량
화, 내화학성 및 낮은 인건비로 인하여 시공성이 좋은
장점이 있다. 예를 들어, CFRP 보강 방법은 CFRP 재료
의 높은 강도 및 강성으로 인하여 구조 부재의 강도,
강성 및 연성 능력을 향상시킨다. 그러나 토목 구조물
에 FRP 재료를 적용 시킨 최근의 많은 연구들은 기존
구조물을 보수·보강 하는 방법에 한정되어 있다.
가장 최근에는 이전 연구와 상대적으로 새로운 복합
재료인 섬유 강화 콘크리트(TRC)가 개발되었다. TRC 복
합체는 3D 섬유 및 시멘트 페이스트로 이루어졌다. 최
근 연구는 TRC 복합체가 기존의 일반 콘크리트와 비교
하여 인장 강도, 연성비 및 에너지 흡수 능력을 상당히
향상 시킬 수 있다고 나타냈다. 그러나 이전의 많은 연
구들은 철근 보강을 하지 않는 복합 부재에 초점을 맞
추고 있으며 현재까지 기존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에 3D
섬유를 적용한 연구는 진행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탄소섬유, 유리섬유
및 아라미드 섬유보다 높은 연성과 인장강도 등이 우수
하게 개발된 초고분자량 폴리에틸렌(Ultra – High –
Molecular – Weight - Polyethylene)을 활용하여 골격
구조의 3D형태로 철근콘크리트 보에 적용시켜 3D 형태
의 섬유가 철근콘크리트 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시험하였다.
*
**
***
****
*****

계명대학교
계명대학교
계명대학교
계명대학교
계명대학교

공과대학
공과대학
공과대학
공과대학
공과대학

2.1 사용재료
본 실험에서 적용된 초고분자량 폴리에틸렌(UHMWPE)는
높은 충격 저항성, 마모 및 마멸에 대한 저항성, 우수한
화학적 저항성, 에너지 흡수력 및 절연성 등이 있어 항공
기, 해양구조물 등의 넓은 분야에 활용되고 있다.
UHMWPE와 기존 섬유의 비교는 Table 1에서 보여지듯이
탄소섬유와 비슷한 인장강도를 나타내고 아라미드 섬유와
비슷한 탄성계수를 지니고 있다. 연신율은 UHMWPE가 가장
우수하며 밀도는 가장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Table 1. Material properties of fibers
종류
UHMWPE
탄소섬유
아라미드섬유

인장강도
(MPa)
3500
3500
2800

연신률
(%)
3.5
0.2~2.4
2.4~4.4

Fig. 1 3D UHMWPE Fiber

건축공학과 석사과정, E-mail: dohyeong1212@gmail.com
건축토목공학부 토목공학전공 교수, E-mail: changclint@gmail.com
건축공학과 박사과정, E-mail: kimsiyun1989@gmail.com
건축토목공학부 건축공학전공 교수, E-mail: sjkim4@kmu.ac.kr
토목공학과 석사과정, E-mail: tkddud04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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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성계수
(MPa)
1.10×106
2.30×106
1.09×106

밀도
(g/cm3)
0.97
1.97
1.45

2.2 실험계획 및 방법
3D UHMWPE 섬유를 보강한 RC 보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하여 Fig. 2와 같이 설계하였으며, 콘크리트 강도는
28일 강도 26MPa로 나타났으며, 철근 항복강도는
400MPa로 설정하여 제작하였다.

Fig. 6,7은 전단 및 휨 실험체의 하중-변위, 에너지
소산량 그래프이다. 3D 섬유를 보강한 경우 무보강보다
강도 및 에너지 소산량이 증가되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6 Result of shear specimen

Fig. 2 Test set up for beam
3D 섬유에 따른 철근콘크리트 실험체의 특성을 파악
하기 위하여 Fig. 3와 같이 LVDT를 설치한후 5MN 구조
재료시험기로 2mm/min로 가력 후 강도 및 변위를 측정
한다.
Fig. 7 Result of flexural specimen

4. 결론
3D UHMWPE 섬유를 보강한 철근콘크리트 보 실험 결과,
전단 및 휨 실험체의 섬유보강 실험체가 무보강 실험체보
다 최대 강도 및 에너지 소산량이 우수하다.

Fig. 3 5MN static tester setting

감사의 글

3. 실험결과
Fig. 4은 전단 실험체의 균열양상으로 주된 균열이
사인장 균열임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무보강 및 단면
적 150mm의 실험체의 첫 사인장 균열의 깊이가 2.19mm
및 1.41mm로서 균열이 지연됨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산업협력권사업(비즈니스협력형, R0002902)으로 이에 감
사드립니다.

References
Kim, S. D, Cho, B. S, Seong, J. W(2009), Flexural
Behaviors of Reinforced Concrete Beams Strengthened
with Glass Fiber Sheets, Korea Society for Railway,
Korea.

Fig. 4 Shear crack pattern of specimen
Fig. 5는 휨 실험체의 균열양상으로 하단부에서 수
직방향으로 발생하는 휨 균열이 주로 발생하였으며, 무
보강 및 단면적 200mm의 실험체의 첫 휨균열의 깊이는
각각 1.12mm 및 1.07mm로서 균열이 지연되는 것을 확인
하였다.

Fig.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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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exural crack pattern of speci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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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FRP 상수관의 관강성 예측
Pipe Stiffness Prediction of GFRP Water Supply Pipe
이 재 호* · 유 종 호** · 김 선 희*** · 천 진 욱**** · 윤 순 종*****
Lee, Jae-Ho · Yoo, Jong-Ho · Kim, Sun-Hee · Cheon, Jin-Uk · Yoon, Soon-Jong
ABSTRACT
In the water supply pipeline system, pipes made by cast iron, PE, PVC are generally used. However, the structural
performance of
these materials can be declined when used for long periodsof time because of corrosion, creep,
deterioration of the material, etc. while glass fiber reinforced polymer plastics (GFRP) have many advantages such as
light-weight, corrosion resistance, smooth surface, etc. For these reasons, GFRP pipes are good for construction when it is
buried underground and are increasing trend in applying the water supply pipeline system. Therefore, more optimized
structural design methodology should be developed. In this paper, we confirm pipe stiffness (PS) of GFRP pipe in which
the pipe stiffness indicates the load-bearing performance. We compared data of parallel-plate loading test and theoretically
predicted PS by the classical elasticity theory and the finite element method (FEM).
Key Words: glass fiber reinforced polymer plastics (GFRP`), pipe stiffness (PS), the finite element method (FEM)

1. 서 론
기존의 상수관으로는 대부분 주철, PE, PVC로 제작
된 관이 사용되고 있으나, 이 재료들은 장기간 사용하
면 부식, 크리프, 재료의 성능저하 등의 이유로 구조
적인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 위 재료들에 비해 GFRP
는 경량성, 부식저항성, 관의 내부표면조도 등이 뛰어
나므로, 지하 구조물에 적용할 수 있는 재료로써 적합
하여 상수도 시스템에 사용이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GFRP 상수관의 정형화된 설계방법의
개발이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GFRP 상수관의 관강
성 이론값을 UTM의 편평시험값, 유한요소해석 결과값
과 비교, 분석하였다.

2. 관강성 이론 및 시험

향 변위, 관강성, 하중, 기초조건 등 여러 변수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ASTM D 2412(2010)에서는 관강성 값을 이론적으로 계
산하는 식을 제안하고 있으며 이는 식 (2)과 같다.



     
∆


즉, 관강성은 단위길이 당 힘(  )을 수직변위(∆ )로
나눈 값을 의미하게 된다. ASTM D 2412(2010)
APPENDIXES, X2. PS AND SF VERSUS DEFLECTION 에서 탄성
계수(  )와 단면2차모멘트(  ) 의 값에 식 (3) 의 수정계
수(  )를 도입하여 적용한다.
∆
     


2.1 관강성
관강성(Pipe Stiffness)은 연성관의 하중-변위 특성을
표현하는 지표로써 사용된다. 이 관강성을 알고 있으면
지중매설된 관의 대략적인 처짐을 예상할 수 있게 된다.
관강성 값은 작으면 박리현상, 파괴 등이 발생할 수 있으
므로 지중매설 관에서 중요한 설계 요소가 된다.



∆  
   ′

(2)

(3)

수정계수(  )를 도입하면 아래와 같은 식 (4)와 같이
제안할 수 있다.


   × 
∆

(4)

수정계수를 도입하여 Table 1.에 나타난 관의 제원에
따라 DN700, DN1200 시편에 대한 관강성(PS) 값을 계산하

(1)

면 각각 722.03  , 709.52  이다.

위 식 (1)은 ASTM D 2412(2010)에서 지중매설 상태의
연성관의 거동예측 및 설계에 대한 것으로, 관의 수직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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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Pipe Specimen Data
DN700
Internal
diameter
( )
Thickness
( )
Width
( )
2.2

DN1200

700

1200

14.2

24.2

300

300

Fig. 2 Deformed Shape of DN700 GFRP Pipe

관강성시험

관강성값을 구하는 시험으로는 편평시험이 있으며, 관
지름의 수직처짐 5%가 될 때의 하중을 기준으로 관강성
값을 결정하도록 ASTM D 2412(2010)에 명시되어 있다.
UTM기를 사용하여 편평시험을 수행하였으며, 시험결과는
Table 2.에 나타내었다.

Table 3. Numerical Analysis Results
Relative vertical
deflection (%)
Vertical deflection
( )
Load (  )

5.00
35.00
7025.82

Load per unit length
(  )

23419.40

Pipe stiffness (  )

669.13

4. 결과 분석 및 결론
DN700관에 대한 관강성 이론값은 각각 시험 결과값보
다 약 6.86%, 유한요소해석 값보다 7.33% 크게 나타났으
며, DN1200의 경우는 각각 시험결과 값보다 약 14.61% 크
게 나타났다. 그 이유는 관의 변형에 있어서 선형탄성적
으로 거동할 것으로 예상하여 결과를 도출하였으나 실제
로는 비선형 거동을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하지만
GFRP 상수용 관의 경우 안전계수를 추가로 도입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방법을 사용하여 관강성을 예측, 관의 설계에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Fig. 1 Pipe Stiffness Test
Table 2. Pipe Stiffness Test Result
DN700

DN1200

Elasticity
( )

18.534

16.993

감사의 글

Load
( )

22.061

34.072

이 연구는 코오롱인더스트리(주)의 연구비 지원으로
수행되었으며 이에 감사드립니다.

PS
(  )

672.466

605.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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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한요소해석
관강성을 해석으로 구하기 위해서 ANSYS R14.5 프로그
램을 사용하였고, 관 DN700에 대한 유한요소해석을 수행
하였다. 관경의 변형결과는 Fig.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5%를 적용하였으며, 결과는 Table 3.에 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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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기술을 이용한 합성기둥과 합성보 접합부의 구조성능에 관한 연구
A Study on Structural Performance of Composite Column using ACT
technology to Beam Connection
황 슬 기* ․
Hwang, Seul Ki

김 부 규** ․
Kim, Boo Kyu

염 경 수*** ․
Yom, Kyong Soo

김 용 환**** ․ 최 성 모*****
Kim, Yong-Hwan Choi, Sung Mo

ABSTRACT
In this study the structural performance of new composite column to composite beam connection was evaluated by cyclic
tests. It is designed to be applied to various types of through type system to the bottom plate to view synthesis
composite beam. A composite column is composed of a RC type column reinforced by steel angles which the end bends
in each edge corners of column. also, A composite beam is composed of trussed type’s web, a bottom steel plate and
reinforced by steel angles which the end bends in each edge corners of beam. 4 cyclic tests of the clarified structural
performance of the connections are performed. All specimens that is apply reinforced concrete beam-column joints based
on KBC2009 criteria was performed by cyclic test of column to beam. All specimens were exposed to be satisfied with
the required ultimate strength.
Key Words: ACT Column, composite beam, ACT

column to beam connection, composite structure, cyclic loads

1. 서 론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합성기둥인 SRC(Steel
Reinforced Concrete)기둥은 강재를 기둥중심에 배치
한다. 중심에 배치한 강재로 인해 모멘트 팔거리가 짧
아지고 콘크리트에 편측압이 발생하여 강재의 효율성
이 떨어진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합성기둥의 단점
을 극복하기 위해 구부러진 앵글을 사용하여 좌굴강도
를 향상시켰고 강재를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였다.
합성보는 단면의 휨 저항 성능을 높이기 위해 강재가
단면 모서리에 배치되고 트러스 철근으로 일체하여 단
면성능을 극대화시켰다. 여러 연구에서 휨 및 전단 성
능평가가 수행되었지만 접합부에 관한연구는 필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경제적이며 시공성이 용이한 ACT기
술을 이용한 합성기둥과 트러스형 합성보로 다양한 접
합상세를 고안하였으며 반복이력실험을 통해 접합부의
구조 성능을 검증하였다.

(a) ACT4
(b) ACT4-1
Fig 1. Type of Composite Column

(a) AL Girder

(b) AU1 Girder
(c) AU2 Girder
Fig 2. Type of Composite Beam

2. 실 험
2.1 실험체 계획
실험체의 형태는 KBC2009(건축구조기준 및 해석)에 제
안된 상세를 기본으로 합성기둥-합성보 접합부의 실험체
를 설정하였다. 기둥과 접합부실험체에 사용한 강재는 모
두 SM490, 철근은 SD500을 사용하였다. 변수는 합성기둥
과 합성보 단면형상을 달리하여 총 4개의 실험체를 제작
하였으며 Table 1과 같다. 실험체 A의 기둥은 ACT4, 보는
AL을 적용하였다. 실험체 A와 B는 부재는 동일하며 접합
상세를 달리하고 상하부에 용접을 하였다. 상부에 6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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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D25)을 2단 배근하였으며 하부에는 기둥 브라켓과
보의 하부플레이트를 3mm 모살용접 하였다. 실험체 C의
기둥은 ACT4-1, 보는 H형강이 매입된 AU1를 적용하였다.
하부에 기둥 브라켓과 보의 하부플레이트를 3mm 모살용접
하였다. 실험체D는 기둥은 ACT4-1, 보는 철근이 매입된
AU2를 적용하였다. 하부에 기둥 브라켓과 보의 하부플레
이트를 3mm 모살용접 하였다.
Table 1. Specimen List

변수
실험체명

A
B
C
D

3.2 모멘트-회전각(   ) 관계
실험결과에 따른 모멘트-회전각 관계를 그림4에 나타
내었다. 실험체 모두 1Step에서 기둥 상부에서 미세균열
이 발생하였으며 4Step부터 슬래브에 균열이 심화되기 시
작하였다. 실험체 A와 B는 6Step부터 기둥 하부에서 균
열이 심화되어 앵글쪽 콘크리트가 떨어져 나갔고, 실험체
C와 D는 3Step부터 기둥 하부에서 균열이 심화되어 실험
체 A와 B처럼 앵글쪽 콘크리트가 떨어져 나갔다.

H형강/철
상부용접 근 유무
무용접
AL
ACT4
Girder 모살용접
H형강
AU1/AU
ACT4-1 2 Girder
철근
기둥

보

2.2 실험방법

(a) Slab Cracks
(b) Column Crack
Fig 3. Failure Shapes of the Specimens

실험체는 반력벽과 반력바닥을 이용하여 설치하였다.
횡좌굴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력 끝단 양쪽에 횡좌굴방지
기둥을
설치하였다.
하중가력방식은
층간변위각이
0.00375rad, 0.005rad, 0.0075rad일 때 각각 6주기,
0.01rad일 때 4주기, 0.015rad 이후로는 단계별로
0.01rad씩 증가하며 2주기씩 반복가력하며 실험을 진행하
였다.

3. 실험분석 및 결과
(a) A Type

(b) B Type

3.1 최대내력
내력식은 KBC 2009에 나온 소성응력분포법을 적용하여
산정하였다. 실험체 A는 상부와 하부인장시 1.3배 높게
나왔다. 실험체 B는 상부인장시 1.3배, 하부인장시 1.2
배 높게 나왔다. 실험체 C는 상부인장시 1.5배, 하부인장
시 1.2배 높게 나왔으며 실험체 D는 상부와 하부인장시
1.6배 높게 나왔다.

(c) C Type
(d) D Type
Fig 4. Moment-Rotation Angle Relationship(   )

Table 2. Test Result

A
B
C
D

정
부
정
부
정
부
정
부

m ax

 m ax

 exp



 exp /

()
180
185
168
184
144
149
178
161

( )
170
167
211
189
277
171
199
124

(kN·m)
595
584
662
740
971
599
699
441

(kN·m)
445
434
537
539
836
396
441
262


1.3
1.3
1.2
1.3
1.2
1.5
1.6
1.6

4. 결론
본 연구에서 제안하여 실험한 접합부 상세는 KBC 2009
기준을 따른 기본 접합상세이다. 이러한 접합상세를 갖는
기둥-보 접합부를 대상으로 구조성능을 평가 하였으며,
실험결과는 아래와 같다.
(1) 제안하고 있는 접합부는 내력식 검증과 하중-변형
률 분석을 통하여 단부에서의 항복을 보다 정확히 유도하
였고, 접합부의 신뢰성을 확보 할 수 있어 설계에 적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실험을 통하여 얻은 값은 내력
식보다 최대내력이 1.2~1.6배 높게 나왔다.
(2) 각 실험체의 하중전달 가정을 분석하고 전체적인
거동을 파악하기 위해 하중-변형률 관계를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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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실험체에서 기둥 상하부에서는 변형률이 0.001이하
로 탄성거동을 보이고 있었다. 각 실험체 별로 상부 철
근, 상부 플랜지, 상부 앵글에서는 항복변형률 0.0025 이
상으로 항복하여 응력이 철근, 플랜지, 앵글을 통하여 전
달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변형률이 0.007까지 증대되
어 연성파괴를 유도하였다고 판단된다.

References
KBC (2009),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
Pyo, D, K, et al. (2015), A Study on Structural Performance
of Composite Cloumn using L shaped Angle to
Lattice Composite Beam for Slim Floor Connection

- 29 -

프리로드가 적용된 춤이깊은데크의 치올림에관한 실험적 연구
Experimental Study on Camber of Preloaded Deep-De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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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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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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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eep-Deck usually used in long span structure for its larger section properties. but Deep-Deck has difficulties when the
span is over 9m because of deflection. Deflection makes workers anxiety and Structural problems. So, Preload is used to
the Deep Deck To control the the deflection of the deep deck which has 9m over. In this study, The Preloaded deep
deck which has 9m was evaluated by Experments. Result of experiments, preloade and camber have proportional relation
Key Words: deep deck, deflection, pretension, loag span

2. 실 험

1. 서 론
국내의 건설현장에서 건축물의 대형화, 고층화가 되
어감에 따라 층고절감, 시공성 향상, 공기단축 등의
장점으로 구조물의 장스팬화되는 추세이며 비대칭 H형
강과 Deep Deck를 이용한 슬립플로어대한 관심이 증가
하면서 많은연구가 진행되었다. 하지만 춤이 깊은 데
크를 6m 이상인 스팬에 적용할 경우 데크의 처짐에 의
한 변형, 데크 단부의 국부좌굴, 시공 중 작업자의 불
안감을 조성시켜 능률을 저하시킨다. 이러한 문제를
해경하기 위해 가설지주 설치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선행 연구에서는 7330mm Deep Deck에 프리스트레스
(PC강연선, 이형철근)를 이용 프리캠버를 형성함으로
서 실험적 무동바리 시스템의 가능성을 확인하였고 본
연구에서는 8830mm 스팬, 데크의 폭 2400mm, 데크두
데 1.4mm, 강종 SG400(fy=290MPa), 프리로드 도입하
여 프리로드를 형성하여 처짐제어를 만족하도록 프리
로드 도입 실험을 통하여 사용성 문제에 대한 해결방
안을 검증하고자 한다.

2.1 실험체 형상
실험체 단면형상은 데크 높이=250, 폭=2400mm, 길이
8830mm이다 횡분배트러스 길이=2400mm, 높이=85mm로 데크
중앙과 양쪽으로 3곳에 1500mm 간격으로 안전정적인 프리
로드 도입을 위해 설치하였다.
정착구는 플래이트1 PL-360X100X6를 데크에 설치 후
앵글
L-100X100X13,
길이=2400mm와
플래이트2
PL-200X75X25를 용접하여 플래이트1에 용접하여 정착구를
형성하여 프리로드 도입 시 데크 단부의 국부좌굴현상을
방지하였으며 앵글의 휨 현상이 발생하여 보강재를 용접
하여 휨 현상을 개선하였다.
데크 골당 각각의 철근 SD600 D25 L=7200mm에 전산볼
트 F10T M20 L=1000mm를 이경커플러 SD600로 연결하여 프
리로드 도입하여 치올림을 형성하기 위해 설치하였다.
정착구 형상은 그림2 같다

그림 64. 데크 형상 및 문제점
그림.2 단부 정착구 형상

* 서울시립대학교 건축공학과 석사과정
** 서울시립대학교 건축공학과 석사과정
*** ㈜제일테크노스 차장, 공학석사
**** ㈜목양종합건축사사무소 실장, 박사과정
***** 교신저자. 서울시립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공학박사
(Tel. 02-2210-2587, E-mail: smc@uos.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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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목표 치올림량 설정
시공 시 처짐 제어를 위해 긴장재에 프리로드를 도입
하여 치올리을 형성하고 사용성에 대한 허용처짐
L/300(30mm)을 만족하도록 프리로드 도입으로 치올림 30
mm로 콘크리트 타설 시 Topping 150mm(30mm)에 대한 처짐
제어를 위해 프리로드 도입 양에 대하여 변수를 두었다.
그림3. 프리로드 도입 개념을 나타낸다.

그림5. 프리로드(tonf) - 실험변위(mm)
그림3. 프리로드 도입개념
Table2. 실험결과
실험 프리로드(Tonf)
FS00
12.6

비합성 실험체이며 데크 단면의 형상은 구형상 Deep
deek 250mm 1.4t이며 제작캠버가 없으며 치올림 30mm 기
준에 대하여 FS00(30mm기준), FS02(기준-20%), FS03(기준
+20%)은 스페이서가 없으며 FS01(30mm기준)은 스페이서
설치 후 실험을 진행하였다. Table1. 실험체를 나타낸다.
Table1. 실험체 일람표
실험
합성
데크
체명
유무 길이(mm)
FS00
FS01
Steel
8830
FS02
FS03

FS01(기준)

실험변위(mm)
30

14.0

30

FS02

11.2

27.8

FS03

13.3

36

4. 결 론
단면
형상
Deep
Deck
250
1.4t

제작
프리로드
캠버
30mm기준
30mm기준
0
기준-20%
기준+20%

9m를 갖는 데크 실험에서 스팬의 길이가 길어짐에 따
라서 데크의 처짐에 의한 변형, 단부의 국부좌굴에 대하
여 무동바리 시스템의 적용으로 프리로드를 도입하여 치
올림을 형성시켜 처짐성능을 확인하였다.
실험을 통해 프리로드-변위 비례관계를 확인 할 수 있
으며 수식적(그림.4)으로 프리로드와 치올림의 관계를 검
증하였다.

3. 실험결과
FS00(30mm기준) 12.6tonf, FS02(기준-20%) 11.2tonf,
FS03(기준+20%) 13.3tonf 도입 프리로드 량을 나타내며
FS01(30mm기준) 14.4tonf 으로 FS01 스페이서가 프리로드
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 FS03. 유압실린더 끝부분
너트 파단으로 실험 조기종료 데크가 횡방향으로 휘는 현
상관측(모든실험체) 단부 보강재를 용접 후 가력 시 단부
의 변형은 미비하였다. 그림4,5. Table.2 에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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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 프리로드-변위 관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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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변량 Gaussian 분포함수를 적용한 복합신소재 구조의 섬유 강성 추정
Fiber Stiffness Detections of Composite Structures Using the Bi-variate
Gaussian Distribution Function
김 규 동* · 전 승 곤** · 이 상 열***
Kim, Gyu-Dong · Jeon, Seung-Gon · Lee, Sang-Youl
ABSTRACT
This study performed an inverse detection of fiber stiffness degradation that occurs due to damages in free vibrating
composite structures. Five unknown parameters are considered to determine the fiber stiffness which is a modified form
of the bivariate Gaussian distribution function. The proposed approach is more feasible than the conventional
element-based damage detection method from the computational efficiency because a finite element analysis coupled with
a genetic algorithm using a small number of unknown parameters is performed. The numerical examples show that the
proposed technique is a feasible and practical method, which can prove the location of a damaged region as well as
inspect the distribution of deteriorated fiber stiffness although there is a small difference in dynamic characteristics
between damaged and undamaged structures.
Key Words: fiber stiffness, bi-variate Gaussian function, composites, damage detection

1. 서 론
손상이 발생한 구조 부재의 동적 특성은 중요한 연
구주제로서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초기에는
근사 해석적 방법을 적용하여 고유진동수와 균열과의
역문제를 풀기 위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그러
나 이러한 연구들은 역문제를 수학적 해석적으로 해결
하기 위한 방법들을 제시한 것으로서 해석 모델 및 물
성 조건 등에 대하여 일정한 제한성을 가지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수치해석을 이용한 역문제 해
결을 위하여 유전 알고리즘(Genetic algorithm) 기법
을 도입하였다. 유전알고리즘은 기존의 알고리즘들이
해결하기 어려웠던 복잡한 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할
수 있으며 근래에는 다양한 공학문제에 응용되고 있
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유전알고리즘을 자유 진동
하는 복합재료 적층판 구조물을 대상으로 섬유의 물성
저하를 역문제의 해결기법으로서 확대 적용한다. 유전
알고리즘을 적용한 구조물의 손상추정은 박판 및 복합
재료 판구조물에 적용하였으나 이는 사전에 결정된 정
확한 사각형 형태의 분할 요소에 대하여 추정한 것이
므로 임의의 손상 형태에 대한 탐지를 위한 방법으로
적용하기에는 손상 분포 모델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
또한 제한된 분할 요소수를 사용해야 하는 단점을
갖는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분할 요소수의 한계를
극복하고, 임의의 손상 형태를 갖는 박판 구조물에 대
하여 가정된 강성저하 분포식을 수립하며 충격하중으
로부터 서로 다른 위치에서 계측된 동적 데이터를 사
용하여 강성저하 분포를 유전알고리즘을 적용하여 역
추정한다.
본 연구는 크게 세가지 특징을 갖는다. 첫째, 미시
역학적 관점에서의 섬유 물성저하를 주요 손상 변수로
하며, 둘째 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ABAQUS 프로그
램과 연동된 고등 시스템 인식 기법을 적용한다. 세

번째로 복합소재 구조물의 주요 설계 변수인 적층배열
변화가 섬유의 물성저하 추정에 미치는 영향을 상세
분석한다. 본 연구는 적은 수의 계측 자료임에도 불구
하고 제안한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자유 진동하는 유리
섬유보강(GFRP) 적층판의 섬유 물성저하 위치 및 정도
를 수치적 효율성 관점에서 효과적으로 추정할 수 있
음을 입증하고자 한다.

2. 이변량 Gaussian 함수기반 손상 분포 모델
미시역학적 접근방법은 복합재료를 구성하는 모재와
섬유에 대하여 각각의 역학적 특성을 고려하여 강성 또는
강도를 추정하는 방법이다. 복합재료의 미시역학적 접근
법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는 모재에 결합되는 섬유의 함침
비율이다. 섬유의 함침비율은 복합재료의 강성변화를 가
져오게 되며, 거시적 구조성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13]. 탄성적 재료역학적 관점에서 복합재료의 물성
치는 모재와 섬유 각각의 상대적인 체적 비율로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1)

여기서,    는 등방성 섬유 및 모재의 탄성계수,
   는 등방성 섬유 및 모재의 포아송 비,    는 전

체 복합소재 체적에 대한 섬유와 모재의 체적 비율을 각
각 나타낸다. 1방향 탄성계수  은 혼합법칙(Rule of
mixture)에 의해서 선형적인 관계로 다음식과 같이 나타
낼 수 있다.
      
(2)

* 학생회원․ 안동대학교 토목공학과 박사과정, E-mail: kkd1514@naver.com
** 정회원․ 한국스마트구조시스템연구원, E-mail: gonylife@hanmail.net
*** 정회원․ 안동대학교 토목공학과 부교수, E-mail: lsy@anu.ac.kr - 발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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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방향 탄성계수  와 전단탄성계수  는 다음과 같은
비선형적 관계이며, 섬유보다 모재에 지배적인 특성을 보
인다.
 
  
    

(4)

 
  
    

(5)

식 (4)와 (5)는 섬유가 모재에 일정한 간격으로 정렬
이 되어 있다는 가정 하에 유도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복합소재 적층판 구조의 손상을 전술한 미시역학 기반의
섬유의 물성 저하로 가정하고, 손상으로 인한 고유진동의
변화로부터 물성저하 위치 등을 추정하도록 한다. 본 연
구에서는 강도감소계수를 사용하여 화이버 손상 정도를
정의하였다. 전술한 바와 같이 판의 분할요소에 대한 손
상 추정 방법은 삼각형 혹은 사각형 형태로서 실제로 발
생되는 손상의 형태와는 다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임
의의 손상분포를 다음과 같은 이변량 variate Gaussian
분포식을 적용하였다.

    

Fig. 1 Fiber stiffness distribution using the bi-variate
Gaussion function

3. ABAQUS-유전알고리즘 연동 SI 기법
Fig. 2는 ABAQUS 프로그램과 유전알고리즘을 Matlab
환경에서 연동하여 복합소재 화이버의 물성 저하를 추정
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30 generation 이상부터 수렴하여
손상을 추정함을 알 수 있다.



     
  

 


  
 





   
    




  





(6)

여기서,
손상
derivation)

: 적층판의 x, y 방향에 대한 화이버
분포의 표준편차 (Standard

  

  
 
 
 

: 상관계수 (Correlation coefficient)

: 평균값 (Mean)

식 (6)을 적층판의 손상 분포식으로 적용하는 경우,
좌표  와  는 서로 독립적이므로 =0이 된다. 따라서 식
(1)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exp 




  






 

여기서 Z는 강성 저하의
하며 0.0～1.0 범위의 값을
에 대한 손상 분포 형상을
음과 같은 형태로 변환하여

 
 

  
 


 




(7)



정도를 의미하는 계수를 의미
갖는다. 한편, 임의의 방향 
표현하기 위하여 식 (7)은 다
정리하였다.

   cos     sin 



   ․ exp  








    sin     cos
․ exp  


(8)



Fig, 1은 식 (3)을 사용하여 구현한 적층판의 화이버
손상에 따른 국부 강성 변화 분포 형상의 예를 보여준다.

Fig. 2 Induced fitness values for increased generations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복합소재 구조물의 화이버 손상 분포를
추정하기 위하여 이변량 Gaussian 함수를 적용하였으며,
ABAQUS -유전알고리즘이 연동된 시스템인식 기법을 제안
하였다. 이러한 기법은 복합소재의 화이버 손상 등을 추
정하는식으로 적용하는 데 유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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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둥 방폭 보강용 PROTECT 패널의 충격저항성능 해석
Analytical Evaluation of Impact Resistance of PROTECT Panel
손 성 곤* · 박 민 재** · 류 재 호***· 주 영 규****
Son, Seong-Gon · Park, Min-Jae · Ryu, Jae-Ho · Ju, Young K.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s the analytical study for evaluating impact resistance capacity and failure mode of PROTECT
(Poly-Resilience-Oriented hybrid TEChnology plaTe) panel. PROTECT panel is a composite panel with two steel plates
and nano-composite. In order to perform impact analysis, dynamic properties of steels and nano-composite were
determined. Finite element analysis is performed with these properties under the drop-weight impact. From the FEA,
different failure modes corresponding to different impact energy is derived.
Key Words: drop-weight impact, nano-composite, composite panel, finite element analysis, impact analysis

1. 서 론
최근 세계적으로 테러에 대한 위협이 증가함에 따라
방폭 관련 연구 및 설계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
고 있다. PROTECT 패널(Poly Resilience-Oriented
hybrid TEChnology plaTe)은 방폭 설계가 되어 있지
않은 기둥을 보강하기 위하여 개발된 조립식 패널로
서, 두 강판 사이에 특수나노소재를 주입한 샌드위치
형태의 합성 패널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개발된
PROTECT 패널의 충격저항성능을 해석적으로 확인하고
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충격하중이 작용할 때, PROTECT 패널의
동적 거동을 해석적으로 평가하고, 충격 에너지를 변수로
하여 PROTECT 패널의 거동 및 충격저항성능에 대하여 분
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PROTECT 패널은 100×300 mm 크기
로 하여 상하부 강판 2.5t를 사용한 두께 25 mm로 모델링
하였고, 솔리드 요소(solid element)가 적용된 지름 30
mm, 무게 20 kg의 낙하 추를 모델링하여 충격 에너지를
패널에 가하였다.

Fig. 2 Finite element model for PROTECT panel
2.2 재료 및 경계조건 모델링
강재의 재료 물성은 밀도 7850 kg/m3, 탄성계수
2.05×105MPa을 사용하여 재료 모델을 결정하였다. 높은
변형률 속도에서 강재의 강도증가 및 소성변형을 고려하
기 위하여, 식 (1)의 Johnson-Cook 강도를 사용하였다.

Fig. 1 Composition of PROTECT panel

2. LS-DYNA 모델링
2.1 해석 개요



       

충격 및 폭발하중에 의한 구조물의 거동은 매우 짧은
시간에 급격한 변형이 발생하며, 이로 인해 높은 변형률
속도를 갖게 된다. 따라서 외연적(explicit) 시간 적분법
을 통하여 구조 해석을 수행하였으며, 유한 요소 해석을
위한 프로그램은 LS-DYNA v.971을 사용하였다.



     ln        

(1)

PROTECT 패널에 사용된 ASTM A36 강재의 경우, 실험적
으로 얻어낸 위 식의 상수는 Table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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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Johnson-Cook strength factor for ASTM A36
A(MPa) B(MPa)
N
C
M
 (sec-1)
285.9

499.8

0.2280

0.0171

1.0

0.917

특수나노소재의 재료 물성은 밀도 1178 kg/m3, 탄성계
수 1109MPa을 사용하여 재료 모델을 결정하였다. 높은 변
형률 속도에서 특수나노소재의 강도증가 효과는 동적증가
계수(dynamic increase factor)를 사용하였고, 일축인장
시험을 통해 얻은 응력-변형률 관계를 통하여 소성변형을
고려하였다.

해석 결과는 Fig. 3과 같으며, 모든 충격하중 조건에
서 국부적인 소성변형만 보일 뿐, 관통현상은 발생하지
않았으며 낙하 추의 충격 에너지를 PROTECT 패널이 모두
흡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패널의 최대 변위는 충
격 에너지가 1500 J일 때 18.817 mm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대 지점 회전각은 7.15°이다.

Table 2. Material properties of Nano-composite

 (MPa)

(MPa)





 (MPa)

1109

398.9

0.39

1.178

24.1

특수나노소재와 강판 사이에는 부착력이 발생하는데
이를 고려하기 위하여 두 재료 사이의 계면은 LS-DYNA의
TIEBREAK_SURFACE_TO_SURFACE 옵션을 사용하여 정의하였
으며, PROTECT 패널의 양 지점부는 x, y, z 방향으로 변
위와 모멘트에 대하여 구속하였다. 낙하 추와 PROTECT 패
널 사이에는 AUTOMATIC_SURFACE_TO_SURFACE 옵션을 통하
여 충돌을 정의하였다.

3. LS-DYNA 해석결과
상하부 강판의 두께를 2.5t, 특수나노소재의 두께를
20 mm로 한, 25 mm의 PROTECT 패널에 대해 충격 에너지를
각각 150 J, 500 J, 800 J, 1500 J로 증가시키면서 거동
을 분석하였다. 낙하 추의 초기속도에 따라 충격 에너지
가 변하도록 하였으며, 각 에너지에 대한 낙하 추의 초기
속도는 Table 3과 같다.
Table 3. Initial velocity of drop-weight
Impact
150 J
500 J
800 J
1500 J
Energy
Initial
3.87 m/s 7.07 m/s 8.94 m/s 12.25 m/s
velocity

Fig. 4 Analysis results (time-displacement)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기존 건축물 기둥의 방폭 성능을 향상
시키기 위하여 새로 개발된 방폭 보강용 합성패널에 대해
서 유한 요소 해석 모델링을 통해 충격 에너지 발생 시
거동을 분석하였다. 실험을 통해 확인된 강판과 특수나노
소재의 재료 특성을 반영하여 해석을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 PROTECT 패널은 본 연구의 하중조건에서 발생한 충
격 에너지를 충분히 흡수할 정도의 충격저항성능을 보인
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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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사 주입 지오텍스타일 튜브체의 3차원 응력변화에 관한 실험적 고찰
An Experimental Study with Three-dimensional Stress behavior of
Infilling Soil Geotextile Tubes
김 형 주* · 이 장 백** · 박 태 웅*** · 유 충 열**** · 김 형 수*****
Kim, Hyeong-Joo · Lee, Jang-Baek · Park, Tae-Woong · Yu, Chung-Yeul · Kim, Hyeong-Soo
ABSTRACT
The geotextile tube’s performance in strength, dewatering, retaining solid particles and stacked stability have been studied
extensively in the past. However, only little research have been done in the observation of stress behavior of geotextile
tubes. In this paper, a large-scale apparatus for geotextile tube experiment is introduced. Model tests was conducted using
a custom made woven geotextile tubes. Load cells placed at the inner belly of the geotextile tube to monitor the total
soil pressure. The pressure sensors are attached to a data logger which sends the collected data to a desktop computer.
The experiment results showed that the maximum geotextile the soil pressure distribution varies at each geotextile tube
section.
Key Words: geotextile tube, soil pressure, stress, saemangeum

1. Introduction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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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

reclaimed

at

Saemangeum

dedicated

for

the

development of facilities for business, industry, agriculture
and tourism in the near future. The development plan for
the Saemangeum project is shown in Fig. 1b.

Geotextile tubes have been effectively and increasingly
applied mainly in coastal and hydraulic engineering fields
as an alternative for the conventional pre-cast
concrete-made and natural rock-made structures. In recent
years geotextile tubes were used as groynes and
breakwaters to protect or mitigate shoreline/coastline

(a)
(b)
Fig.1. (a)site development plan.; (b)Project location

erosions (Cantré, 2002; Gibeaut et al., 2003; Alvarez et
al., 2007; Pilarczyk, 2008; Parab et al., 2011), as
containment dikes for land reclamation and man-made
islands (Fowler et al., 2002a; 2002b), and as revetments
acting as mass-gravity barrier-type structures and protection
dikes to prevent damage to valuable structures caused by
natural calamities (Restall et al., 2002; Lawson, 2008).
Geotextile tubes are widely used in South Korea since
the late 1990s up to the present. At present, geotextile
tubes are applied as containment dikes for the
reclamation project at Saemangeum (Fig. 1a). The
Saemangeum comprehensive development project begun in
1991 where a 33.9km sea dike was constructed in a span
of 15 years. A land area of about 283km2 is projected

2. Laboratory setup and procedure
2.1 Dredged fill and geotextile properties
The fill material used in the present study was
obtained from a local dredging area at Saemangeum,
located at the west coast of South Korea. The dredged
soil fill used for the geotextile tube test is classified as a
non-plastic Silty-sand (SM) in accordance with the
Unified Soil Classification System. Physical properties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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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dredged soil are shown in Table 1.
Table 1. Physical properties of the dredged soil fill
Item
Quantity
Natural water content, wn(%)
15.9
Specific gravity of soil solids, Gs
2.69
Plasticity Index, PI(%)
N.P.*
Percent passing #200 sieve
25
Soil classification(USCS)
SM**
*non-plastc; **silty-sand

(b)
Fig.2. (a)Load Cell placement.; (b)Load cell details
3. Results and discus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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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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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plication of
the tensile force.
Table 2. Woven Geotextile Properties
Description
Unit
Quality/Quantity
Material Type
PP (Polypropylenen)
Thickness
mm
2.0
Elongation
%
13 ~ 14
Tensil Strength
Longitudinal
kN/m
195
Transverse
kN/m
180

As mention in section 2.2, three customized load cell
devices were placed in the bottom part of the geotextile
tube’s interior. The contrivance consist of three pressure
sensors oriented at directions x, y and z. The total
pressure readings during the first 300mins of filling and
dewatering process of the geotextile tube are shown in
Fig. 3. Interestingly, the results for total pressure along
the y-axis (longitudinal direction) is higher than the total
pressure on both x and z axes (transverse and downward
directions). Also, the soil pressures along the x-axis
(horizontal direction) is notably higher compared to the
soil pressure along the z-axis (vertical direction). This
phenomenon might be caused by the confinement effect
of the soil sediments inside the geotextile tubes. The side

2.2 Placement of measuring devices and experiment
procedures
Load cells are placed inside the geotextile tubes to
measure the total soil pressure in the x, y and z
directions. To do this, the cells are attached on a
wooden box as shown in Fig. 2b. Three of these
modified pressure cell apparatus are placed inside the
tube to measure the soli pressure at the bottom. The
pressure cell placement in the tube is shown in Fig. 2a.

3.1 Stress variations in the internal soil mass

strains, as mentioned in Fig. 2(a), has the largest
magnitude. This could suggest that the stresses at the
sides of the geotextile tube has a higher magnitude.
Hence, the soil fill are most likely pushed sideways
rather than downwards by through the additional stress
generated by the geotextile skin.
The material fill is assumed to be bounded by a
frictionless geotextile membrane. The soil element at any
depth in the geotextile tube are subjected to vertical
effective pressure, ′ , and horizontal effective pressure,
 ′ .

The

ratio

between

the

effective

vertical

and

horizontal pressures can be defined a coefficient of earth
pressure  ,
′ 

  
′

(1)



(a)

The variation in the coefficient of active lateral
pressures (  ) at LC1-1 and LC-3 (please refer to Fig.
2a) are shown in Fig. 3. During the filling process, it
can be seen that the coefficient of active lateral pres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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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4. Measured and fitted data points for the
coefficient of lateral pressures at LC1 and LC2

(c)
Fig.3. Variation of soil pressure in the tube
varies in an increasing manner as time progresses. After
the final filling process the coefficient of active pressure
in both LC-1 and LC-3 normalizes as illustrated by the
fitted points in Fig. 4. The coefficient of active lateral
pressure near the inlet of the geotextile tube (LC-3)
shows a greater magnitude compared to the section
distant from the inlet (LC-1).
The successive stress state experience by the soil
confined in the geotextile tube during the progress of
filling and dewatering at LC1, LC2 and LC3 are shown
in Fig. 5. p and q are the total stress parameters at the
bottom of the tube defined as:

        


(2)


  
                 (3)


where  is the vertical pressure and  and  are
the horizontal pressures measured by the load cells. The
total stress paths at LC1, LC2 and LC3 shows similar
behavior. The magnitude of the p and q parameters are
higher in areas nearer to the inlet of the tube and lesser
in areas farther from the inlet. The total stress parameter
p increases in time with the total stress parameter q. As
the soil reach into a stabilized state (soil fill is
solidified), the total stress parameter q normalizes.

Fig.5. Three-dimensional total-stress path
4. Conclusions
The large-scale apparatus introduced in this paper is
useful for geotextile tube experiments particularly in the
monitoring of the changes in its tube shape. The
apparatus will be useful in future geotextile tube
experiment. Based on the first experiments conducted the
following conclusions are drawn:
▪

After the filling and dewatering processes, the
properties of the soil fill in the tube shows an
inhomogeneous characteristics throughout the geotextile

tube’s interior.
▪ Finer soil particles are found to be heavily deposited
further from the inlet of the tube.
▪ A considerable change in the geotextile tubes shape
(extensive decrease of tube height during the
stabilization period) happens in areas where the soil
deposits contains higher amount of moisture content
and finer particles.
▪ The data readings are at minimal at the bottom of the
tube. Presumably the stretching of geotextile at the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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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cations are limited due to the confining effect
between the soil fill and the foundation.
▪ A trend was shown that the total pressure on the
longitudinal direction is significantly higher than the
total pressures along the downward and transverse
directions.
▪ The coefficient of active pressure normalizes towards
the end of the filling process of the geotextile 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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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mark 이론을 통한 합성바닥판 해석을 위한 부착모델
A bond model for the analysis of the steel-concrete decks with
Newmark theory
이 규 세*
Yi, Gyu-Sei
ABSTRACT
The load-end slip relation of the steel-concrete decks is formulated by Newmark theory. Using the proposed load-end
slip relation model, a simple bond model, which can be used to evaluate the behavior of the steel-concrete decks, is
proposed.
The steel-concrete decks are analyzed by finite element analysis with the aid of the proposed bond model.
In the finite element analysis, the shear connectors between the steel plate and the concrete are modeled by a number of
spring elements. The results of the finite element analysis with the proposed bond model are fairly correlated with the
experimental results of the full-size model. This study furthermore indicates that, if the proposed bond model is properly
used in the analysis of steel-concrete composite deck, the behavior of the composite deck can be easily analyzed without
the aid of the full-size experiment.
Key Words: bond model, end-slip, finite element method, composite deck

1. 서 론
강-콘크리트 합성 바닥판은 절곡강판, 수직보강재,
압축철근, 콘크리트등 여러 부재로 구성되어 있다. 강
-콘크리트 합성 바닥판에는 일반적으로 강판과 콘크리
트 사이의 합성작용을 증가시키기 위해 스터드와 같은
많은 전단연결재가 설치된다. 이러한 많은 부재들은
유한요소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해석 할 때 합성 바닥
판의 모델링을 매우 복잡하게 한다. 따라서 유한요소
해석 프로그램의 이용을 간편하게 사용하기 위해 강판
과 콘크리트 사이의 부착모델을 제안하였다. 전단연결
재의 역할을 대신하는 스프링요소를 도입하며, 스프링
요소의 강성값은 Newmark 이론을 이용하여 계산된다
(Newmark, 1951). 본 연구의 목적은 강-콘크리트 합성
바닥판의 거동을 손쉽게 예측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함
이다. 즉, 제안된 부착모델을 이용하여 복잡한 합성바
닥판의 모델링을 간략화 시킬 수 있다.

대한 미분방정식을 이용하여 힘의 평형조건, 곡률의 적합
조건을 전단연결재의 구성방정식을 사용하여 유도하였다.
콘크리트와 강재 경계면에서 발생하는 슬립(S)는

       
여기서,

u
u

st

= 강재부 슬립량

= 콘크리트부 슬립량

cb

식(1)을 x 에 대해 미분하면

 
 


              





여기서,

2. 부착모델 개발

ε

ss

ε

cs

Φ

2.1 Newmark 이론의 하중-슬립 기초방정식

d
Newmark 이론에서는 탄성영역상에서 불완전합성보의
해석모델로부터(Newmark, 1951) 콘크리트면과 강재부 사
이에 슬립관계를 각각의 하중조건에 따른 슬립 및 처짐
관계식을 유도하였다. 하중-처짐 관계식에 의해 하중 형
태에 따라 적용 가능한 일반화된 유효강성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해석모델은 탄성범위 내에서 기초를 두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가정을 하였다. 경계면에서의 전단응력은 슬
립에 비례, 강재와 콘크리트 슬래브는 동일한 곡률을 가
지며, 단면은 수직축에 대칭이다.
Newmark는 탄성 전단연결재를 가지는 불완전 합성보에

(1)

               

(2)

= 강재의 변형도
= 콘크리트의 변형도
= 곡률

c

=

강재의

도심과

콘크리트

슬래

브 도심간 거리
식(2)는 변형도와 부재의 도심간 거리 및 곡률의 거리

x 에 따른 슬립(S)의 변화량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그림
1에서 강재부와 콘크리트 사이의 축력 및 콘크리트 도심
에 대한 모멘트의 평형조건을 적용하면

    

*선문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 공학박사 (e-mail:gyusyi@sunmoon.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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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4)

         
식(4)에서 M

c

및 M s 를 곡률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

부분에 스프링 요소를 이용하였다. 스프링요소에 강성값
을 주고 그때에 따른 하중-처짐 관계를 보고자 하였다.

면

             

3. 유한요소해석

(5)

식(5)을 곡률( Φ) 및 수평전단력( F ) 대한 관계식으로
나타내면

   
  
  



(6)

또한, 수평전단력( dF/dx )과 경계면에서의 슬립(S)간
의 선형관계를 가정하면

dF
= KS
dx

3.1 유한요소해석모델
그림 1은 유한요소프로그램으로 해석되어질 설계대상
교량의 기본 단면형상이다. 총 바닥판의 지간은 SF모델
(Steel-box) 3,700 mm, PF모델(PSC-girder) 2,700 mm 이
고 교폭은 1,000 mm이다. 절곡강판과 콘크리트는 사이에
전단연결재를 대신하여 본 논문에서는 스프링요소에 의해
작용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7)

여기서, K = 단위길이당 전단연결재의 강성
식(5) 와 식(6)을 사용하여 슬립(S)에 관한 항으로 정
리하면

S(x)=

dM
dΦ
EI
dx
dx
Kd c

그림 1. 단면형상
o

(8)

식(2)의 적합조건식, 식(4)의 평형방정식 및 식(7)의
전단연결재의 구성방정식을 사용하고 단면형상 및 전단연
결재의 강성에 기인하는 무차원화 변수 α 와 β를 도입
하면 식(9)와 같이 경계면의 슬립관계를 고려 할 수 있는
불완전 합성보의 곡률에 대한 미분방정식을 유도할 수 있
다.

d 2Φ α 2Φ
q
=
- α 2ɣM
2 EI o
dx

그림 2는 해석모델의 Mesh형상을 나타내었다.
모델
링의 구성은 콘크리트 바닥판과 절곡강판은 8절점 3차원
솔리드 요소로 적용하였으며 스프링요소는 ABAQUS 6.5-1
에서 지원되는 Spring element를 사용하였다. 경계조건은
단순보형태로 주었으며 Mesh형상은 사각형 Mesh형태와 삼
각형 Mesh형태가 사용되었다.

(9)

여기서, α 2 = K/(A 1 E s I o )

ɣ = A 1/(A 0E S )
A 1=

Ao
2
(I o +A o d c )

A o=

( A s A c)
( nA s +A c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보고서(2005)의 실물모형 실험결
과를 SF(Steel box)와 PF(PSC girder)로 전단지간비에 따
라 분류하였다. 단면적 및 평균강성 지간의 거리등을 고
려한 강성계산식으로 부터 유한요소해석프로그램을 이용
간략한 부착모델을 제안하기 위해 전단연결재가 위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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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해석모델의 Mesh

4. 결과 및 분석
4.1 해석결과
각 실험체별 하중-처짐에 대한 해석결과를 실험결과와
비교하여 나타내었다. 전단 지간에 따라서 각각의 SF, PF
의 처짐값을 비교한 결과 모든 결과가 실험값과 비슷하게
나타내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정확한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도록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R Square값이 SF의 경우
0.9977~0.9980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PF의 경
우 0.9997~0.9999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실험값과 해석값의 결과가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표 2는 사용하중에서 전단지간별 SF, PF의 최대처짐량
을 정리하여 나타내었다.

그림 3. 전단지간별 하중재하 위치

5. 결 론

표 1. 전단지간별 최대처짐량
전단
지간
L/5.3
L/4.0
L/3.0
L/2.0

사용하
중
(kN)

128.4

최대
처짐
량
(mm)
2.0820
2.6560
3.2880
3.8390

전단
지간
L/7.1
L/4.0
L/3.0
L/2.0

최대
처짐
량
(mm)
0.5762
0.9663
1.1920
1.3930

그림 3은 표 1에서 계산되어진 평균강성(하중/슬립량)
으로부터 강성값을 구하고 유한요소해석프로그램에서 SF,
PF에 전단연결재가 위치하는 부분에 Spring 요소를 사용
하여 강성값을 주고 전단지간비에 따라 유한요소해석을
실시하여 중앙점 처짐값의 결과와 실제 실험에서 중앙점
처짐짐값을 정리하여 비교 데이터를 나타내었다.

본 연구에서는 강-콘크리트 합성 바닥판의 구조성능
에 대한 손쉬운 예측이 가능하도록 Newmark의 이론식을
통하여 부착모델을 제안 하였다. 강-콘크리트 합성바닥판
의 유한요소해석시 복잡하고 많은 전단연결재 등을 제안
한 부착모델을 이용하여 보다 간편하게 모델링할 수 있
다. 본 연구를 통해 얻은 결론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제시된 부착모델을 통하여 강-콘크리트 합성 바
닥판의 해석시 유효한 자료로써 제시하고자 하였으며, 실
제구조물에서 강성을 구하면 상기 자료를 이용하여 보다
손쉽게 실제 구조물의 설계시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유
효한 자료로써 제시하고자 하였다.
(2) 본 논문에서는 부착모델을 이용하여 유한요소해
석을 실시하여 그때에 따른 처짐값에 대하여 비교를 하였
다. 현재로써는 부착모델을 강성값을 이용 하중형태 및
전단지간에 따른 처짐값을 비교하여 판단하였지만, 정확
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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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강도 콘크리트가 적용된 해상 파일-슬리브 그라우트 연결부의 축력
실험
Push-out Test for Offshore Wind Turbine Pile to Sleeve Grouted
Connections with High Strength Concrete
이 정 화* · 김 평 화** · 김 성 환*** · 엄 영 호**** · 강 영 종*****
Lee, Jeong-Hwa · Kim, Pyoung-Hwa · Kim, Seong-Hwan · Eom, Young-Ho · Kang, Young-Jong
ABSTRACT
Grouted connections have been widely used for offshore structures such as connection method of jacket and mono-pile
structures. It is recommended high strength concrete for grouting between pile and sleeve because it is so rapidly
hardening that helpful to fatigue strength.
This study investigates axial strength of pile to sleeve grouted connections made by 130MPa of high strength concrete.
Push-out test were performed to evaluate the axial strength of the grouted connections with different shear-key spacing.
Key Words: high strength concrete, grouted connection, monopile, jacket structure

1. 서 론
그라우트 연결부는 해양의 연약지반 위에 건설되는
파일기초와 자켓 구조물의 연결부 혹은 모노파일 타워
형식의 상부 기둥을 연결하는 연결부로써 해양구조물로
널리 이용되고 있다. 그라우트 연결부는 슬리브와 파일
에 내외측 방향으로 설치되는 링 모양의 전단키가 설치
되며, 그 사이에 모르타르를 이용하여 연결부를 접합하
게 되는 구조이다. 강관에 설치되는 전단키에 의하여
구조적인 거동을 하게 되며, 모르타르의 전단에 의한
파괴 및 전단키 주변의 모르타르의 파쇄에 의해 슬립이
일어나는 파괴로 크게 두 가지 파괴모드로 나눌 수 있
다.
해양환경에 설치되는 해상풍력타워나 기타 해양구조
물에 설치되는 그라우트 연결부에는 파도나 바람에 의
한 동적인 반복하중에 노출되게 되기 때문에, 피로에
대한 저항성능이 높은 고강도 콘크리트로 설치하는 경
우가 많아지게 되었다.
한편, 현재 그라우트 연결부에 대한 설계기준은 DNV
나 ISO, API 기준 등이 있으며, 이러한 설계기준에서는
모르타르의 적용 범위를 20~80MPa로 제한하고 있어, 고
강도 그라우트 연결부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
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강도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압축강도 120MPa이상의 고강
도 모르타르가 적용된 그라우트 연결부에 대하여 실험
적으로 강도 평가를 수행하였다.
실험체의 변수로 전단키의 간격과 하중가력방법을
변수로 실험체를 계획하였다. 하중 재하는 실험체 단면
의 도심 축을 따라 재하하여, 전단키의 간격을 매개변
수로 실험체를 계획하였다.

Fig. 1 모노파일에 적용한 그라우트 연결부의 구조
형식(DNV-OS-J101, 2014)

Fig. 2 전단키의 설치 상세

2. Push-out test
2.1 실험체 설계
실험체는 DNV-OS-J101의 단면 제한 범위를 충족하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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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하였으며, 파일과 슬리브의 외경은 각각 508mm,
609mm, 두께는 12mm로 설계하였다. 전단키는 높이 4mm의
용접비드를 이용하여 설치하였고, 간격은 65mm, 85mm,
130mm로 설계하여, 전단키 간격의 효과를 실험으로 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사용된 강관은 STK490으로써, 항복강
도 315MPa, 극한 강도 490MPa로 설계하였다.
사용된 고강도 콘크리트는 설계강도 120MPa로써 물-시
멘트비(w/c비)는 약 6.5%이며, 가장 굵은 골재의 크기는
5mm인 제품을 사용하였다.
하중 가력부분에는 약 30mm의 강판을 설치하여 국부좌
굴이 발생하지 않도록 두꺼운 단면을 설치하였다. 실험체
의 명칭에서 GC는 grouted connection, AL은 Axial
loading을 뜻하며, S는 전단키의 간격을 뜻한다.

Ds
(mm)

ts
(mm)

h
(mm)

s
(mm)

609

12

4

65

609

12

4

85

609

12

4

2.4 실험 결과
실험결과, 전단키의 간격이 65mm에서 130mm로 증가할수
록 최대 강도가 증가하였다. 이때, 최대 강도는 각각
4,149.3kN, 5,128.8kN, 5,725.3kN으로 나타났다.
하중-변위 곡선에서 초기에는 선형적인 거동을 보이다
가 선형구간에서 한 번의 하중저하가 발생하였으며, 이후
최대강도에 도달할 때까지 하중이 증가하였다. 전단키의
간격이 65mm, 85mm인 경우, 극한 강도 이후에 강도는 서
서히 감소하여 연성적인 거동을 보였으나, 전단키 간격이
큰 130mm 실험체의 경우 급격한 하중 감소현상을 보였다.
8,000

GC-AL-S65

7,000

GC-AL-S85

6,000

130

Axial Load(kN)

Table 1. 실험체의 제원
실험체
Dp
tp
명
(mm) (mm)
GC-AL508
12
S65
GC-AL508
12
S65
GC-AL508
12
S65

위를 측정하기 위하여 실험체의 하단부에 총 4개의 변위
계를 설치하였고, 변형률 게이지는 파일과 슬리브의 전단
키 설치 위치에 인접한 부분에 수평 및 수직방향의 게이
지를 설치하였다.

2.3 실험방법

GC-AL-S130

5,000
4,000
3,000
2,000
1,000
0
0

10

20
30
Relative displacement(mm)

40

50

Fig. 4 실험체의 하중-상대변위 그래프

3. 결 론

Lg/4

Ring shear
key

s

Lg/2

본 연구에서는 고강도 콘크리트가 적용된 그라우트 연
결부에 대한 실험을 수행하였으며, 아래와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Lg/4

Fig. 3 실험체의 하중 가력 방법

Fig. 3은 실험체의 하중 가력방법을 나타낸 그림이다.
실험 장비는 1000톤 용량의 오일잭을 이용하여, 하중 재
하 방법으로 하중을 재하하였다. 일반적으로 압축실험에
서는 변위재하방식을 이용하는 실험이 선호되고 있으나
실험체의 용량과 예상 강도가 매우 컸기 때문에, 1000톤
용량의 오일잭을 사용하였다. 하지만, 최대한 변위재하방
식의 효과를 묘사하기 위하여 하중은 약 0.03mm/s의 재하
속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중을 천천히 가력하였다.
실험체의 거동을 측정하기 위해 변위계와 변형률계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변위계는 슬리브와 파일의 상대변

그라우트 연결부의 하중 변위 곡선을 비교하였을 때,
초기 탄성 구간에서 하중 저하현상이 생겼다. 이후 하중
이 점점 증가하여 최대 강도에 도달한 후 연성적인 거동
을 보였다. 전단키의 간격이 가장 큰 GC-AL-S130실험체의
경우 연성적인 거동을 보이다가 슬립이 발생하면서 하중
이 급격히 저하되었다.
전단키의 간격이 증가할수록, 최대강도는 증가하였다.
전단키의 간격이 연결부의 강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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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보강량에 따른 PFRP 직교이방성판의 탄성좌굴강도
Elastic Buckling Strength of PFRP Orthotropic Rectangular Plates with
Various Fiber Volume Ratios
김 선 희* · 박 준 석** · 유 종 호*** · 우 상 벽**** · 윤 순 종*****
Kim, Sun-Hee · Park, Joon-Seok · Yoo, Jong-Ho · Woo, Sang-Pyuk · Yoon, Soon-Jong
ABSTRACT

Pultruded fiber reinforced polymeric plastic (PFRP) has many advantages such as high corrosion resistance, high specific
stength/stiffness, light weight, etc. Pultrusion is a manufacturing process for producing continuous lengths of reinforced
polymeric structural shapes with constant cross-section. The mechanical property of PFRP is usually regarded as an
orthotropic material. The pultruded structural shapes are usually composed of thin-walled plate element. Because the
composite material has relatively low elastic moduli, the design of pultruded compression members may not be governed
by the material strength limit state but by the stability limit state such as the local buckling. Therefore, the stability limit
state must be checked to design pultruded thin-walled compression members. In this paper, we present the analytical
study results of elastic buckling strength of PFRP orthotropic plates with different fiber volume ratios. The local buckling
analysis of pultruded compression members was conducted for various composite materials using the closed-form solution.
From the study it was found that if   is increased then the plate buckling coefficient, hence the plate buckling
strength, is decreased.

Key Words: PFRP, closed-form solution, orthotropic, local buckling

1. 서 론

2. 직교이방성판의 좌굴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Fiber Reinforced Plastic, FRP)은
하중을 전달하는 보강섬유와 레진으로 구성되며, 역학적
성질은 레진의 종류, 보강섬유의 종류, 배치방향, 제조방
법 등에 따라 결정된다. 또한, FRP의 생산방법은 필라멘
트 와인딩공정(Filament Winding Process), 펄트루젼 공정
(Pultrusion Process), 핸드레이업 공정(Hand Layup
Process) 등이 있다. 특히, 펄트루젼 공정은 기계장치에
의해 필라멘트나 섬유에 수지가 스며들게 한 후 일정한
단면을 가진 가열된 성형틀 속으로 연속으로 공급하여 생
산하는 방법이다. 이 공정의 특성상 길이방향으로 보강섬
유가 배치되므로 길이방향과 직각되는 방향의 재료의 역
학적 성질이 서로 다른 직교이방성(Orthotropic)으로 가정
할 수 있다. PFRP 부재는 단면이 얇은 판요소로 구성되
어 있기 때문에 압축재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국부좌굴에
대한 영향을 고려한 설계가 필요하다(Choi, 2012).
이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 내용(Yoon, 1993; Chae, 2005;
Joo, 2010; Choi, 2012)을 참고하였으며, 현재 미국에서 생
산하여 사용중에 있는 PFRP 판부재의 길이방향 섬유보강
량(여기서는 Fiber Volume Ratio가 아니라   비를 적
용함)에 따른 PFRP의 좌굴강도를 조사하였다.

이 연구의 PFRP 직교이방성판은 Fig. 1과 같이 하중이
재하되지 않는 변이 임의의 경계조건을 가지며, 하중이
재하되는 두 변은 단순지지 경계조건 상태에 대해서 좌굴
해석을 수행하였다. Fig. 1에서 하중이 재하되는 방향의
탄성계수를  , 하중이 재하되지 않는 방향의 탄성계수
를  로 나타내었다.

Fig. 1 Orthotropic Rectangular Plate

Fig. 1의 직교이방성판의 좌굴에 대한 지배미분방정식
은 식 (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Whitney, 1987; 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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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 Chae,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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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는  방향의 변위이며,  는 부재의 길이방향
으로 작용하는 면내 등분포 압축력이다.  ,  는 직교
이방성판의 휨강성을 나타내며,  은 직교이방성 판의
비틀림강성을 나타낸 것이다.
식 (1)에서  과  판의 1과 2방향의 휨강성이고,
 는 비틀림강성이다.  ,  ,  은 각각 식 (2)∼
식 (4)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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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12)에서
직교이방성판의
좌굴계수(buckling
coefficient, )는 식 (13)과 같고, 좌굴응력(buckling stress,
 )은 좌굴하중을 판의 두께로 나누어주면 식 (14)와 같
이 나타낼 수 있다(Yoon,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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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에서 판의 하중이 재하되는 변의 경계조건은 단
순지지된 것으로 가정하면 판의 길이방향의 처짐식은
Levy’s method를 적용하여 sine곡선의 형태로 가정할 수
있다. 판의 처짐식은 식 (15)와 같다.

여기서,  ,  는 재료의 1, 2방향의 탄성계수이며,
 는 전단탄성계수,  ,  는 재료의 1, 2방향
Poisson’s ratio이다.
직교이방성판의 좌굴해석에서는 무차원화된 식으로 계
산하는 것이 효과적이므로 각각 식 (6)과 식 (7)과 같이
정의하여 식 (1)에 대입하면 식 (8)과 같이 나타낼 수 있
다.

 


(6)


 


(7)

(14)

(15)

  sin

식 (15)에서 m은 half-sine곡선의 수이며, 식 (15)를 
와  에 대해 미분하여 식 (12)에 대입하면 식 (16)과 같
은 4차 상미분방정식으로 정리할 수 있다.
 
    
   
 
        
  






 











 

(16)
식 (16)의 일반해는 식 (17)과 같고, 직교이방성판의
처짐식은 식 (18)과 같다.
   cosh    sinh    cos    sin   (17)

   

      
       




 
 
 

 
 
 

 
 
 

   cosh    sinh    cos    sin   sin  

(8)

(18)
식 (9)는 판의 폭과 길이의 비이며, 식 (10)과 식
(11)을 식 (8)에 적용하면 식 (12)와 같다.

 


(9)

 


  






직교이방성판의 처짐과 임의의 적분상수들은 하중이
재하되지 않는 두 변의 경계조건에 의해 결정되며 식
(19)와 식 (20)은 매개변수 와  를 나타내었다.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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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4. 섬유보강량에 따른 PFRP 국부좌굴

(20)

3. 직교이방성판의 좌굴해석식
직교이방성판의 처짐식 식 (18)을 하중이 재하되지 않는
두변의 경계조건식에 대입하면 4원 1차 연립방정식을 얻
게 된다. 이 연립방정식을 행렬형태로 나타내면 식 (21)
과 같다.

섬유보강량에 따른 PFRP 좌굴강도는  ,  의 값에 따
라 달라진다. 식 (22)에서 1방향의 탄성계수가 2방향의
탄성계수와 같으면 등방성판이며,     는 미국의
Strongwell사의 PFRP,     이면 미국의 Creative
Pultrusions사의 PFRP이다. 등방성재료와 이방성재료의 역
학적 성질을 Table 2에 나타내었다.


(22)

   ×



       
    


    

      



   









(21)

Table 2. Mechanical Properties of PFRP (Yoon, 1993;
Shih, 1994)

 

 

 

(   )

(   )

(   )

Isotropic
(Steel)

200.000

200.000

76.900

0.300

Strongwell
(E-glass/polyester)

17.237

6.895

2.930

0.330

20.684

6.895

2.896

0.350



Material
식 (21)에서  ∼  는 처짐량을 나타내는 상수들로서
0이 될 수 없으므로 행렬식의 행렬값(determinant)이 0이
되어야 한다. 식 (21)로부터 구한 초월함수 형태의 식은
직교이방성판의 좌굴해석식이고, 행렬값이 0일 때, 즉,
고유치 문제(eigenvalue problem)를 수치해석적 방법으로
계산하면 직교이방성판의 폭-두께비에 따른 좌굴계수( )
를 얻을 수 있다. 하중이 재하되지 않는 두 변의 다양한
경계조건에 따른 좌굴해석식은 Table 1에 정리하였다
(Yoon, 1993; Chae, 2005; Joo, 2010; Choi, 2012).
Table 1. Characteristic Equations for the Buckling of
Orthotropic Plate
Boundary

Characteristic Equation

Condition

FF

      sinhsin    coshcos   

SS

     sinhsin  

SF

    sinhcos  coshsin  

FSy

   

Pultrusions
(E-glass/polyester)

Table 2에 제시한 재료의 역학적 성질을 바탕으로 Fig. 1
에서 하중이 재하되지 않는 두 변의 경계조건으로 단순지
지-단순지지(SS), 단순지지-자유단(SFr), 고정지지-고정지
지(FF), 고정지지-자유단(FFr), 자유단-자유단(FrFr)을
정밀해법으로 계산하여 Fig. 2에 나타내었다. Fig. 2∼Fig.
4는 판의 폭-두께비에 따른 좌굴계수를 나타낸 것이다.

    

   



   cosh  cos   


       coshcos

FFr

SFr

Creative






  sinh  cos   cosh  sin 






SSy

      sinhsin   
      sinhcos   coshsin   



  

m
     
s





 

m
     
s

 



Fig. 2  vs.  (Isotrop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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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PFRP 부재는 제조과정의 특성을 고려하여 직교이방성판
으로 가정하였으며, PFRP 판부재의 좌굴해석을 정밀해법
으로 수행하였다. 또한, 국외에서 사용하고 있는 PFRP
판부재에 대한 좌굴해석을 수행하여 좌굴계수와 좌굴강도
를 제시하였다.
하중이 재하되지 않는 두 변에 다양한 경계조건을 적
용하였으며, PFRP 판의 폭-두께비에 따른 좌굴계수를 구
하였다. 그 결과,   의 비가 클수록 경계조건에 따
른 최소좌굴계수가 작았으며, 좌굴강도 또한,   의
비가 클수록 작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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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imum Buckling Coefficient (  )
Boundary
Conditions

Orthotrop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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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trongwell
(     )

Creative
Pultrusions
(     )

FF

6.97

6.31

6.06

SS

4.00

3.45

3.24

FFr

1.28

1.14

1.07

SFr

0.43

0.31

0.26

FrFr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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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HPFRCC 기둥 부재의 일축 압축 거동에 관한 실험적 연구
An Experimental Study on Uniaxial Behaviors UHPFRCC Columns
민 경 환* · 장 효 범** · 정 준 영*** · 최 홍 식****
Min, Kyung-Hwan · Jang, Hyo-Beom · Jeong, Jun-Young · Choi, Hong-Shik
ABSTRACT
The experimental study aims to investigate uniaxial behavior of ultra-high-performance fiber-reinforced composite
(UHPFRCC) columns with compressive strengths of 180, 150, and 120 MPa. Eleven square columns and six circular
columns will be constructed and tested with uniaxial load. Main variables were the amount and spacing of transverse
reinforcement, and concrete compressive strength. The amount and spacing of transverse reinforcement were chosen based
on the seismic design provisions of ACI Code (ACI 318-14) and CSA Standard (CSA 2014).
Key Words: ultra-high-performance fiber reinforced cementitious composite, uniaxial behavior, short column, transverse
reinforcement, compressive strength

1. 서 론
다양한 연구 개발에 따라 국내에서도 UHPFRCC(ultrahigh-performance cementitious composite)의 구조물에
적용하기 위한 연구가 실용화를 앞두고 있다. 반면 높은
압축강도로 인해 기둥 부재와 같은 압축 부재에 적용하기
위한 실험은 국내외 모두 한계를 가지고 있다. Fig. 1은
콘크리트와 철근의 기여분이 포함된 UHPFRCC 기둥의 일반
적인 축하중-축변형률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UHPFRCC 기
둥의 하중 전달은 종방향 철근과 횡방향 철근으로 구속된
내부 코어 콘크리트, 그리고 구속되지 않은 피복 콘크리
트의 3가지의 요소의 기여분으로 구분할 수 있다.

피복이 저항 기여분이 줄어들어 B점으로 하중이 감소한
다. 콘크리트 코어는 횡방향 철근의 구속으로 인해 축방
향 압축 변형률이 증가하여 향상된 응력-변형률 관계를
보인다. 이에 따라 구속된 콘크리트에 의해 C점과 같이
두 번째 peak load가 나타난다. 콘크리트 피복의 스폴링
이 발생하기 전까지 기둥은 대부분 유사한 거동을 보이
고, A점까지의 증가 부분은 콘크리트의 강도가 증가할수
록 선형성과 기울기가 커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고강도 콘크리트 기둥의 피복 폭렬은 취성적으로 발생
하며, 이에 따라 폭렬 이후에 하중이 크게 감소한다.
(Cusson and Paultre 1994; Razvi and Saatcioglu 1999;
Hong et al. 2006; Sharma et al. 2005). 특히 초고강도
콘크리트 기둥과 같이 콘크리트 강도가 증가하면 피복의
폭렬은 폭발적으로 발생하여 최고 하중 이후의 하중 감소
가 보다 급격하게 발생한다(Shin et al. 2015). 고강도
콘크리트 기둥의 취성적인 피복 폭렬은 동적 효과로 인해
최고 하중 전달 능력을 이론적인 축하중 능력보다 감소시
키고, 구속된 콘크리트의 유효 면적의 손실을 발생시킨다
(Shin et al. 2015). 본 연구에서는 120 및 150, 180MPa
급의 UHPFRCC의 기둥 부재의 일축압축 실험을 수행하여
UHPFRCC의 압축부재의 설계기준을 확립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2. 실험 계획 및 방법
Fig. 1 Contributions of the concrete and steel
reinforcement to the overall behavior of UHPC columns
축하중이 상승하는 부분에서는 세 가지 요소가 모두
저항한다. 압축강도-변형률 관계에 따라 A점 이후 피복에
서 폭렬(spalling)이 발생한다. 피복의 폭렬이 발생하면
*
**
***
****

적용된 UHPFRCC의 설계기준 강도(fck)는 120MPa와
150MPa, 180MPa의 3종류이며 각 강도별 배합비는 Table 1
과 같다. 여기서 Zr은 지르코늄 실리카 퓸이고, BS는 고
로슬래그 미분말이다. 혼화제로 사용한 E.A.와 S.R.A.는
각각 팽창제와 수축저감제를 의미한다.

정회원․ 충청대학교 공학기술연구원 선임연구원, E-mail: alskh@ok.ac.kr - 발표자
충청대학교 공학기술연구원 연구원, E-mail: jhb8212@ok.ac.kr
충청대학교 공학기술연구원 연구원, E-mail: jhb8212@ok.ac.kr
충청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 E-mail: choihs@ok.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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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Mix proportions of UHPFRCC
UHPFRCC
120f
150f
180f

Cement
1
1
1

Zr
0.075
0.125
0.250

Unit weight (ratio to cement)
Silica sand Filler
E.A. S.R.A.
1.10
0.30
0.075
0.01
1.10
0.30
0.075
0.01
1.10
0.30
0.075
0.01

BS
0.175
0.125
-

Water
0.271
0.229
0.227

S.P.
0.023
0.030
0.033

Steel fiber (kg)
19mm 16mm
78
78
39
78
39

Deformer
0.0009
0.0012
0.0010

Table 2 Test variables of square columns
transverse reinforcement
No. of
type
Dia.
eff. Reg.
A
2
D10
C
3.414
D10
C
3.414
D10

Specimen
ID

fck
(MPa)

SC1
SC2
SC3

180
180
180

SC4

180

C

3.414

SC5
SC6
SC7
SC8
SC9
SC10
SC11

150
150
150
120
120
120
120

A
C
C
A
A
C
C

2
3.414
3.414
2
2
3.414
3.414

71.33
71.33
71.33

s
(mm)
40
54
40

D13

126.7

40

D10
D10
D10
D10
D10
D10
D10

71.33
71.33
71.33
71.33
71.33
71.33
71.33

48
65
48
165
60
80
60

Area

reinforcement ratio
fyh
sh
s
(mm) Ag/Ach /Code
(volume)
550
1.34
0.53
3.6%
550
1.34
1.00
4.5%
550
1.34
1.01
6.1%
495
1.00
10.8%
(SD400) 1.34
550
1.34
0.53
3.0%
550
1.34
1.00
3.7%
550
1.34
1.01
5.1%
550
1.34
0.20
0.9%
550
1.34
0.53
2.4%
550
1.34
1.01
3.0%
550
1.34
1.01
4.0%

kp

kf_ACI

Rd**

0.27 1.63
0.27 1.63
0.27 1.63
0.27
0.27
0.27
0.27
0.27
0.27
0.27

2.5
4.0
ACI
1.63 318-14
1.46
1.46
2.5
1.46
4.0
1.29
1.5
1.29
1.29
2.5
1.29
4.0

** Rd in CSA Standard: ductility related force modification factor that reflects the capability of a structure to dissipate
energy through inelastic behavior
- Rd = 1.5: Moment-resisting frames with conventional construction (Beams and columns must have factored resistances
greater than or equal to factored loads / Beams and columns must satisfy design and detailing requirements for
conventional construction)
- Rd = 2.5: Moderately ductile moment resisting frames (Beams and columns must satisfy detailing requirements for
moderate ductility / Beams and columns to have minimum shear strengths)
- Rd = 4.0: Ductile moment-resisting frames (Beams capable of flexural hinging with shear failure and bar buckling
avoided / Beams and columns must satisfy ductile detailing requirements / Columns properly confined and stronger than
beams)
- Column No 5:ACI 318 (2014) requirement considering kf factor
※ Longitudinal bar: D16-SD400 (All columns)
Transverse reinforcement: D10-SD500 (all columns except for column SC4), D13-SD400 (column SC4)
Table 3 Test variables of circular columns
transverse reinforcement

reinforcement ratio

Specimen
ID

fck
(MPa)

type

Dia.

Area

CC1
CC2
CC3

180
150
120

A
A
A

D10
D10
D10

71.33
71.33
71.33

s
(mm)
35
42
52

CC4

180

A

D13

126.7

40

CC5
CC6

150
120

A
A

D10
D10

71.33
71.33

30
38







*     





′
(Eq. 10-7: CSA 2014)



fyh
(mm) Ag/Ach
550
1.34
550
1.34
550
1.34
495
(SD400) 1.34
550
1.34
550
1.34

sh

s

kp

Design eq.

206.5
206.5
206.5

/Code
1.00
1.00
1.01

(volume)
3.6%
3.0%
2.4%

0.27
0.27
0.27

CSA14 Eq. (10-7)*
CSA14 Eq. (10-7)
CSA14 Eq. (10-7)

206.5

1.00

5.5%

0.27

CSA04 & ACI318**

206.5
206.5

1.01
1.00

4.2%
3.3%

0.27
0.27

CSA04 & ACI318
CSA04 & ACI318

hc


′
**        (Eq. 10-7: CSA 2004 & ACI 318)







※ Longitudinal bar: D16-SD400 (All columns)
Transverse reinforcement: D10-SD500 (all columns except for column CC4), D13-SD400 (column SC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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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둥 부재는 사각형 단면(SC) 11개 원형 단면(CC) 6개
이고 각 실험체의 상세는 Table 2와 Table 3에 정리된 것
과 같다. 구조실험은 Fig. 2와 같이 10MN급 UTM을 사용하
여 중심축 정적하중을 재하하였다. 부재의 종방향 변형률
측정을 위해 4개의 LVDT를 설치하였고, 600mm 사이의 변
형을 측정하였다. 실험은 예상 최고 하중의 80%까지는 하
중제어로 재하하고, 이후에는 변위 제어로 재하 하여 파
괴 시까지 측정하였다.

해 UHPFRCC 기둥의 피복이 탈락이 연기되고, 하중 전달
능력이 향상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각 시험체의 최대 하
중은 Table 6 및 Table 7과 같다.

(a) Square columns

(b) Circular columns
Fig. 3 Typical UHPFRCC columns at different loading
stages

Fig. 2 Test set-up

Table 6 Overall test results of square columns

3. 실험 결과 및 분석
적용된 콘크리트의 강도와 철근의 강도 실험 결과는
Table 4 및 Table 5와 같다. 압축강도는 120f의 경우 설
계기준강도를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반면 설계
기준강도가 높아지면서 실제 측정된 강도와 설계기준 강
도의 차이는 작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Specimen
ID

fck
(MPa)

SC1
SC2
SC3
SC4
SC5
SC6
SC7
SC8
SC9
SC10
SC11

180
180
180
180
150
150
150
120
120
120
120

Table 4 Strength of concrete
UHPFRCC
120f
150f
180f

Compression
Load
Strength
(kN)
(MPa)
1218
155.2
1277
170.1
1419
183.4

Flexure
Load
Strength
(kN)
(MPa)
38.13
11.44
51.16
15.35
66.00
19.80

Reinforcement
detail
sh /Code s(volume)
0.53
3.6%
1.00
4.5%
1.01
6.1%
1.00
10.8%
0.53
3.0%
1.00
3.7%
1.01
5.1%
0.20
0.9%
0.53
2.4%
1.01
3.0%
1.01
4.0%

Ultimate
load
Pmax(kN)
8531.0
8405.0
8306.4
8395.2
7350.0
7206.0
8299.2
7547.8
7443.8
7850.5
7921.4

Table 7 Overall test results of circular columns
Table 5 Coupon test results of rebars
Rebar
D10
D13
D16

fy
(MPa)
565.0
515.3
574.7

εy
0.0028
0.0026
0.0029

εsh
0.0171
0.0187
0.0180

fu
(MPa)
753.7
687.8
690.7

εu
0.1138
0.1208
0.0946

UHPFRCC 기둥의 하중 단계에 따른 파괴 형태는 Fig. 3
와 같다. 2% 체적비의 강섬유가 보강되어, 압축강도가
100MPa를 넘는 부재임에도 피복의 폭렬이 급작스럽게 나
타나지 않았고, 내부 콘크리트와 완전히 분리된 이후에도
떨어져 나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강섬유로 인

Specimen
ID

fck
(MPa)

CC1
CC2
CC3
CC4
CC5
CC6

180
150
120
180
150
120

Reinforcement
detail

sh /Code

s(volume)

1.00
1.00
1.01
1.00
1.01
1.00

3.6%
3.0%
2.4%
5.5%
4.2%
3.3%

Ultimate
load
Pmax(kN)
8295.5
8199.9
6177.0
8596.1
7783.9
7661.3

첫 번째 최고 하중은 피복 폭렬 직전에 발생하고, 이
후에 하중 감소가 발생하였다. UHPFRCC는 강섬유로 인해
미세 균열이 제어되기 때문에 최고 하중 단계에서 횡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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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의 응력은 항복하중의 20% 이내로 나타났다. 따라서
피복 폭렬 이전에 횡방향 철근의 구속 효과는 크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피복 폭렬 이후에는 횡방향 철
근이 내부 코어의 팽창을 구속하고, 횡방향 구속압력과
코어 콘크리트 강도의 증가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나타났
다. 기둥 부재의 두 번째 최고하중이 발생할 때, 구속된
코어는 최대 응력에 도달하였다. 이 시점에서 잘 구속된
경우 횡방향 철근이 항복하였고, 구속이 잘 안되어 있는
경우는 항복하지 않았다.
두 번째 최고하중 이후에 최대 변형률 단계에서는 콘
크리트 코어의 압괴가 진행되고, 띠철근의 갈고리가 열린
다. 이후 계속 파괴가 진행되면서 횡방향 철근이 파단되
고, 종방향 철근의 좌굴이 발생하였다. 횡방향 철근의 간
격이 좁은 시험체에서는 횡방향 철근의 파단이 발생한 이
후에도 종방향 철근의 확연한 좌굴은 발생하지 않았다.
Fig. 4는 피복을 제거한 후 횡방향 철근의 파단이 발생한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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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Tie-breaking of columns (cover removed)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120~180MPa급 UHPFRCC를 적용한 기둥
부재의 중심축 하중에 대한 거동을 평가하였고 연구 결과
는 다음과 같다.
1. 강섬유로 인해 피복의 폭렬이 서서히 발생하고,
UHPFRCC 기둥의 피복이 탈락이 연기되고, 하중 전달
능력이 향상되었다.
2. 강섬유로 인한 미세 균열의 제로 인해 피복 폭렬 이전
에 횡방향 철근의 응력이 크지 않게 나타났고, 최고하
중 이전에는 횡방향 철근의 구속 효과는 크지 않는 것
으로 판단된다.
3. 피복 폭렬 이후에는 횡방향 철근이 내부 코어의 팽창
을 구속하고, 횡방향 구속압력과 코어 콘크리트 강도
의 증가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4. 내부 콘크리트의 압괴가 발생하면서 횡방향 철근이 파
단되고, 종방향 철근의 좌굴이 발생하였다. 횡방향 철
근의 간격이 좁은 시험체에서는 횡방향 철근의 파단이
발생한 이후에도 종방향 철근의 좌굴이 확연하게 나타
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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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요소해석을 통한 PEB 접합부 Steel 댐퍼 개발
Development of PEB Connection Steel Damper with Analytical Study
하 영 선* · 오 진 탁** · 주 영 규***
Ha, Yeongseon · Oh, Jintak · Ju, Young K.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s the analytical study for developing PEB(Pre-Engineered Building) connection Steel damper. The
state-of the art of the steel beam-column seismic connection details were studied previously to develop proper damper for
PEB connection. Finite element analysis is performed to develop the prototypes of damper under cyclic load. The study
parameters of analysis are the shape, length, thickness, orientation and location of damper. As a result of finite element
analysis, three prototype damper details for PEB seismic connection are derived. One is tapered plate on the lower flange
of the rafter, another is C-plate on the center of panel zone and the other is brace on the beam-column connection.

Key Words: PEB, steel damper, finite element analysis, beam-column connection

1. 서 론
PEB(Pre-Engineered Building)는 부재 내력 분포도로부
터 최적화된 단면 형상을 사용한 구조 시스템이다. 주로
체육관, 공장, 축사와 같은 장스팬 구조물에 이용되는 장
점이 있으나, 내진성능에 대한 국내 연구 자료가 부족하
고 기존 철골구조물에 사용되는 댐퍼를 그대로 사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어 PEB 구조물을 위한 댐퍼 연구가 필요
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PEB 구조물 내진 성능 향상을 위한 Steel
댐퍼 사전 유한요소해석에 대해 다룬다. 구조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반복가력하중 하에서 기존 PEB 구조물의
내진 성능을 평가하고 취약한 부분을 결정하여 보강위치
를 산정하였다. 이후 PEB 내진성능을 증가시킬 수 있는
Steel 댐퍼 개발을 위해 해석을 검토하였다.

2. 유한 요소 해석
2.1 유한요소해석 개요
PEB 구조에 적용 가능한 Steel 댐퍼 개발을 위해 유한
요소해석 프로그램 ABAQUS/CAE V6.10을 사용하였다. 해석
은 실제 현장에 적용되었던 10m 높이, 50m 스팬을 갖는
구조물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반복가력에 의한 접합부
성능 확인이 목적이기 때문에 내부 힌지를 구성하는 기둥
(Column) 10m, 보(Rafter) 10m 구간을 기준으로 해석을
진행하였다.(Fig. 1) 메쉬 크기는 40mm를 사용하였고, 부
재요소는 C3D0R8로 8개의 절점을 갖고 있다. 기둥 하부는
핀 지점, 보 하부는 수평방향 하중 재하가 가능하도록 롤

러 지점을 이용하였다. 면외 변형을 막기 위해 기둥 및
보 부재 플랜지 전 단면의 횡변위를 구속하였다. 가력은
AISC Seismic provision(2005)의 loading protocol을 따랐다.
2.2 변수 설정
Steel 댐퍼 개발 방안은 PEB 구조물 부재 내 보강과
부재 외 보강으로 나눌 수 있다. 부재 내 보강은 하부 플
랜지 변단면 플레이트 보강 type 및 패널존 내 C-plate
보강 type이 있다. PEB 구조물의 모멘트 선도를 통해 플
레이트의 최적 형상을 도출하였다.(Fig. 2) 플레이트의
두께(TR 및 Tt)는 플랜지 두께의 비, 플레이트 전체 길이
(L)는 보 최대 춤의 비, 직사각형 부분의 길이(LR)는 보
플랜지 너비의 비를 변수로 하였다. 플레이트 너비(B)는
플랜지의 너비와 같고 변단면 부분의 너비 Bt는 플랜지
너비의 비를 변수로 하였다. 패널존 내 C-plate의 접합
위치는 패널존 응력집중구간을 기준으로 산정하였다.
C-plate의 두께(Tc), 너비(Dc) 및 곡률(R) 등을 변수로 해
석을 진행하였다.(Fig. 3) 부재 외 보강으로는 보-기둥
접합부에 가새를 보강한 type이 있다. 가새의 최적 형상
스터디를 위해 PEB 구조물 층고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새 보강을 실시하였다. 가새두께(TB), 너비(DB),
감소 너비(RB)를 변수로 해석이 진행되었다.(Fig. 4)

Fig. 1 Finite element analysis detai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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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Parameters of
tapered plate

Fig. 3 Parameters of C-plate
Fig. 5 Von Mises stress contour of
unreinforced PEB frame
Table 2. C-plate details and Brace details
Length(mm)

DC

TC

R

RB

DB

TB

150

8

50

10

50

32

3. 결론
Fig. 4 Parameters of brace
2.3 해석 결과
비보강 기존 PEB의 응력분포를 확인해본 결과 층간변
위각 2%에서 Fig. 5와 같이 패널존 및 접합부 하부 플랜
지에 응력이 집중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패널
존 및 접합부 하부 플랜지 보강을 수행하였고 결과는 다
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유한요소 해석을 통해 PEB 접합부에 적
합한 복합 댐퍼를 개발하고 반복가력하중 하에서의 접합
부 응력 분포 확인을 통해 최적의 Steel 댐퍼를 도출하였
다. 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PEB 접합부 내진 보강방안은 크게 부재 내 보강과
부재 외 보강으로 나뉜다. 부재 내 보강에는 플랜지 하부
플레이트 보강과 패널존 C-plate 보강이 있다. 부재 외
보강에는 가새 보강이 있다.

2.2.1 부재 내 보강
플랜지 보강 플레이트 및 C-plate 변수에 대한 해석을
수행하여 각 플레이트 type의 최적 모델을 결정하였다.
하부 플랜지 보강 type으로는 보 최대 춤의 30%, 두께는
사각형 부분은 플랜지 두께와 동일하며 변단면 부분은 플
랜지 두께의 75%를 갖는 형상이 최적임을 확인하였다.
C-plate는 웨브와 동일한 두께를 가지며 너비 150에 동일
한 곡률을 갖는 등단면 곡선형이 최적임을 확인하였다.
해석을 통한 플레이트 상세는 Table 1 및 Table 2와 같
다.
2.2.2 부재 외 보강
가새의 형상에 대한 해석을 수행하여 접합부 및 가새
내 응력 분포 확인을 통해 가새 댐퍼의 최적 모델을 결정
하였다. 선정된 가새는 플랜지 두께와 동일한 두께를 갖
고, 너비 50에 너비의 20%를 곡률로 갖는 등단면 곡선형
가새이다. 가새 상세는 Table 2에 표시되어 있다.
Table 1. Tapered plate details
L
Length(mm) 534

LR

Lt

TR

Tt

B

Bt

150

384

8

6

300

75

2) 유한요소해석 결과 도출된 prototype은 다음과 같
다. 플랜지 하부 플레이트 보강 type은 보 최대 춤의
30%, 두께는 사각형 부분은 플랜지 두께와 동일하며 변단
면 부분은 플랜지 두께의 75%를 갖는 형상이다. C-plate
보강 type은 웨브와 동일한 두께를 가지며 너비 150에 동
일한 곡률을 갖는 등단면 곡선형이다. 마지막으로 가새
는 플랜지 두께와 동일한 두께를 갖고, 너비 50에 너비의
20%를 곡률로 갖는 등단면 곡선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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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량 구조물의 설계스펙트럼 기반 내진 성능평가
Seismic Performance Evaluation of Bridge Structures based on Design
Spectrum
김 성 진* · 김 승 현** · 최 정 규*** · 정우영****
Kim, Seong-Jin · Kim, Seung-Hyun · Choi, Jeong-Gyu · Jung, Woo-Young
ABSTRACT
This study describes the seismic performance evaluation of bridge structures located in Daegu. Structure design criteria
focuses on the collapse or brittle fracture of the bridges when the earthquake situation is given. Thus, this study
describes the seismic safety evaluation based on the design of a spectrum of ASCE-7 KBC2009 of the United States,
South Korea architectural structure was based on using 3D linear elastic finite element model using the ABAQUS
platform bridges. If the target structure was found to be vulnerable to tensile stress than compressive stress appeared to
be a case of displacement Z-axis displacement is dominant.
Key Words: seismic, bridge, spectrum

1. 서 론
국내 지진발생횟수는 최초로 관측하기 시작한 1978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며 1997년 이후 급격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13년에는 총 93회가 발생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진의 규모도 증가하는 것으
로 나타남으로써 더 이상 대한민국도 지진의 안전지대라
는 말은 옛말이 되었다고 생각된다. 이에 따라 사회적으
로 지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만큼 사회간접자본시설
물들에 대한 안전성평가는 분명히 이루어져야 하며 내진
설계기준 또한 엄격해져야한다고 판단된다. 특히 교량 구
조물의 경우 우리나라의 지형 특성상 물류운송 및 교통
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구조물로써 지진에 의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복구에 많은 시간이 발생되며 막대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될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교량구조물의 지진이 발생 시
거동평가를 진행하였으며 한국건축구조기준(KBC2009)의
설계스펙트럼을 기준으로 미국의 ASCE7-05 내진설계기준
설계스펙트럼과 비교분석하였다. 연구에서 사용된 교량구
조물은 낙동강 유역에 위치한 대구 사문진교를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다. Model의 구성은 가로보, 거더, 교각으로 이루어져 있
으며 각 구성요소의 사용된 노드수와 요소 수, 타입은
Table 1. 사문진교의 전경과 구축된 FE Model은 Fig 1.에
서 나타냈다.
Table 1. Finite Element Characteristic of Analysis Model
Element
Number
Number
Type
of Elements
of Nodes
Deck
620
682
Girder
3D Beam
162
164
Column
60
63
Total
842
909

Fig. 1 Samoonjin Bridge FE Model

2. 대상구조물의 Finite Elements(FE) Model

3. 설계 스펙트럼
본 연구에서 고려된 대상 구조물은 낙동강 유역에 위
치한 사문진교이며 상용 구조해석 프로그램인 ABAQUS
Platform을 이용하여 3D Elastic Linear FE Model로 구축
하였으며, Model 구축에 사용된 요소는 3D Beam요소 이

설계 스펙트럼 구축은 KBC2009와 ASCE7-05의 명시된
기준을 따라 구축하였다. 설계 스펙트럼을 구축하기위해
사용된 지반의 종류는 구조물의 가장 치명적인 거동을 살

* 학생회원․ 강릉원주대학교 토목공학과 석사과정, E-mail: seongjin1523@daum.net
** 학생회원․ 강릉원주대학교 토목공학과 석사과정, E-mail: seunghyun@naver.com
*** 학생회원․ 강릉원주대학교 토목공학과 석사과정, E-mail: jsq0123@naver.com
**** 정회원․ 강릉원주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 E-mail: woojung@gwun.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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펴보기 위해 SE로 설정하였다.
Spectrum의 비교를 나타내었다.

Fig

2에서

Design

Fig. 2. Design Spectrum (KBC2009 & ASCE7-05)

준의 KBC2009와 미국의 ASCE –7의 두 가지 경우에서의 최
대 응력비교와 최대 수평변위를 비교분석 하였으나 그 값
의 차이는 크게 발생하지 않았으나 ASCE-7의 설계 응답스
펙트럼의 적용했을 때의 응력 값과 변위가 조금 더 큰 것
으로 확인되어 미국의 ASCE-7의 설계 기준이 조금 더 보
수적이라고 판단된다. 또한 Z축 방향으로의 참여로 인한
응력 및 변위의 증가가 가장 지배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추후연구에서는 수평방향 지진성분에 대해 집중적으로 연
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어지며 거더와 교각간의 경계
조건과 지반과 교각간의 경계조건을 고려한 Model을 적용
하여 연구를 진행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4. 응답스펙트럼해석 결과
감사의 글
KBC2009와 ASCE-7의 설계기준의 응답스펙트럼을 대상
구조물인 사문진교에 적용하였다. 대상 구조물인 사문진
교의 경우 압축응력보다 인장응력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
났으며 변위의 경우 Z축 변위가 지배적인 것으로 나타났
다. Table 2.에서 해석결과를 나타내었다.
Table 2. Analysis Result

최대 인장응력
(KBC2009)

최대 인장응력
(ASCE 7-05)

최대 압축응력
(KBC2009)

최대 압축응력
(ASCE 7-05)

최대 수평변위
(KBC2009)

최대 수평변위
(ASCE 7-05)

본 연구는 국토교통부/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건설기
술연구사업의 연구비지원(14CIP-B065985-02)에 의해 수행
되었습니다.

References
A. Nicknam, A. Mosleh, H. Hamidi Jamnani, “Seismic
performance evaluation of urban bridge using static
nonlinear procedure, case study: hafez bridge,”
Procedia Engineering, volume 14, pp. 2350-2357,
2011
T. Usami, Z. Lu, H. Ge, T. Kono, “Seismic perfromance
evaluation of steel arch bridges against major
earthquakes. Part 1: dynamic analysis approach,”
Earthquake Engineering & Structural Dynamics,
volume 33, Issue 14, pp. 1337-1354, 2004
X. Li, D. Zhang, W. Yan, W. Xie, and M. Pandey, “Effects
of model updating on the estimation of stochastic
seismic response of a concrete-filled steel tubular
arch bridge,” Structure and Infrstructure Engineering:
Maintenance, Management, Life-Cycle Design and
Performance, volume 10, Issue 12, pp. 1620-1637,
2014
ABAQUS , Ver.6.13, Dassault Systemes
A. K. Chopra, Dynamics of Structure-Theory and applications
to earthquake engineering, Pearson Education, Prentice
Hall, New Jersey, USA
ArchitecturalInstituteofKorea.Koreanbuildingcodeandcommentary
;2009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사문진교를 대상으로 하여 한국건축구
조기준의 KBC2009와 미국의 ASCE-7의 설계스펙트럼을 기
반으로 응답스펙트럼 해석을 진행하였으며 비교분석하여
내진안전성 평가를 진행하였다. 해석결과 한국건축구조기

- 61 -

에폭시 재료특성 변화에 따른 FRP-Concrete경계면의
부착강도 및 유효부착길이 평가
Investigation of Maximum Strength and Effective Bonding Length at the
Interface Between FRP-Concrete According to Material Property of
Epoxy
손 호 영* · Sim Viriyavudh** · 정 우 영***
Son, Ho-Young · Sim Viriyavudh · Jung, Woo-Young
ABSTRACT
This research presents assessmental FRP plate, one of materials used for reinforcing damage of RC structure caused by
deterioration. in order to investigate effective bonding length and bonding strength according to material property of
epoxy used for bonding between FRP-Concrete, experimental tests for 3 specimens with each bonding length of
50,100,150,200and 250mm respectively are performed. test results indicate frat material property of epoxy can affect
effective bonding length of FRP-Concrete.
Key Words: epoxy, bonding strength, effective bonding length

1. 서 론

양생 후 UTM 장비를 이용하여 압축강도를 측정한 결과
42.4 MPa 였다. Fig. 1은 제작된 시험체이다.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은 경제성 및 내수성이 우수하여
현대건축물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건설 재료이다. 하지만
최근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은 사용기간 경과에 따른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의 안정성 및 내구성, 구조성능 이 저하
되는 문제점이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다. 따라서 구조물에
대한 주기적인 성능검사를 통해 구조물의 성능이 허용치
이하로 저하되기 전 구조물의 성능을 원상태 또는 동등
이상으로 회복시켜 유효한 성능을 유자하기 위한 기술이
필요하다.
현재 국내외 손상 구조물 보강공법에 가장 널리 연구
되고 적용되는 공법으로 강도, 경량성, 부식저항성 및 시
공의 용이성이 우수한 FRP재료를 통한 외부부착 보강공법
이 사용되고 있다. FRP 외부부착 보강공법에서는 FRP플레
이트-콘크리트 사이의 파괴거동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
다. 이에따라 본 연구에서는 구조물과 FRP 보강 플레이트
사이에 접착제로 쓰이는 부착용 에폭시의 물성치에 따른
유효부착길이 및 부착강도의 영향을 알아보고자 연구를
진행 하였다.

Fig. 1 Specimen for bonding test
FRP섬유판은 ㈜SK케미칼에서 제작한 두께 1.4mm의
CFRP섬유판을 사용하였고 부착용 에폭시의 재료특성이 유
효부착길이, 부착강도 등의 접착면의 파괴거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국내 3개 업체에서 생산
된 에폭시를 사용하였으며 그 물성치는 Table. 1과 같다.
Table 1. Material Property of epoxy
종류

2. 실 험
실험 콘크리트 시험체의 형상은 125×125×3300mm의
직육면체로 제작 하였으며 28일 설계압축강도 40Mpa를 기
준으로 하였으며, 1종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하였
다. 타설 24시간 후 거푸집을 탈영하였으며, 28일간 수중



(   )

인장전단
접착강도


(   )

Ⅰ제품

23

6.2

Ⅱ제품

39.9

15

Ⅲ제품

32.95

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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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회원․ 강릉원주대학교 토목공학과 박사과정, E-mail: simviriyavudh@live.com
*** 정회원․ 강릉원주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 E-mail: woojung@gw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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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장강도

본 연구에 사용된 실험 변수로는 부착용 에폭시 3종
류, 부착길이는 50mm부터 250mm까지 50mm단위로 늘여가며
실험을 진행하였으며 일람은 Table. 2와 같다.
부착강도 측정을 위해 가력장치는 5000KN의 UTM기를
사용하였으며, 0.5mm/min의 속도로 부착이 완전히 파괴될
때까지 하중을 가력 하였다.

Table 3. Test result

Table 2. Type of specimen
실험체명
Ⅰ-50~250
(5EA)
Ⅱ-50~250
(5EA)
Ⅲ-50~250
(5EA)

부착길이(mm)
50,100,150,200,250
50,100,150,200,250
50,100,150,200,250

에폭시
종류
Ⅰ부착용
에폭시
Ⅱ부착용
에폭시
Ⅲ부착용
에폭시

에폭
시
종류

에폭시인
장 강도
(   )

Ⅰ
Ⅱ
Ⅲ

23
39.9
32.95

유효부착길이(mm)
부착
변형
응력
하중
률분
분포
에
포에
에
의한
의한
의한
방법
방법
방법
170
147
157
160
155
183
150
140
173

평균유효
부착길이
(mm)
158
166
154.3

4. 결 론

3. 실험 결과
부착하중에 의한 방법, 변형률분포에 의한 방법, 응력
분포에 의한 방법은 기존 연구에서 제시된 3가지의 유효
부착길이 평가방법이다. 이 3가지 유효부착길이 평가방법
을 이용하여 에폭시별 3가지의 유효부착길이가 도출되었
으며 Fig. 2, Fig. 3, Fig. 4은 부착하중에 의한 방법과
변형률 분포에 의한 방법을 이용한 예시이다. 최종적으로
이를 평균하여 최종 유효부착길이로 산정하였으며 분석결
과를 Table. 3에 나타내었다.

실제 동일한 강성의 복합재료 보강재와 콘크리트 강
도, 부착길이를 사용하였음에도 실제 시편제작 및 측정기
기의 오차 등으로 에폭시의 재료특성이 콘크리트-FRP 부
착거동특성에 미치는 명확한 결과를 도출하기는 쉽지 않
았다. 하지만 실제 부착용 에폭시 Ⅱ에 의하여 발생된 평
균 유효부착길이가 상대적으로 다른 부착 에폭시 재료에
비하여 크게 나타났는데 이는 부착 에폭시 재료특성이 실
제 콘크리트-FRP 유효부착길이에 대한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근거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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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로드를 도입한 춤이 깊은 데크플레이트의 잔존내력 평가
Evaluation of Residual Strength of Preloaded Deep Deck Plate
김 교 천* · 송 경 철** · 원 용 호*** · 최 성 모****
Kim, Gyo-Cheon · Song, Gyeong-Cheol · Won, Young-Ho · Choi, Sung-Mo
ABSTRACT
Deep Deck plate is suitable to long span structures because it has larger flexural rigidity than other shape deck plate. but
Deflection is critically proportional to span length than other factors. and large deflection makes works anxiety and
possibility of structural problems high after casting concrete. to overcome these problems, Preload is introduced to control
the deflection of deep deck plate that ha s long span. So in this study, residual strength of preloaded deep deck plate is
evaluated by FEM analysis method. for this study 4 analysis models is used and have each preload. Target preload for
analysis models is when deck plate cambered to 30mm. 0.0, 0.8, 1.0, 1.2, times of target preload are applied to each
analysis models. In result of analysis, Preload influence residual strength of deck plate. And much preload degrade
strength of deck plate.

Key Words: deep-deck plate, residual strength, preload, deflection control

트 타설시 안전성을 보유해야 한다.

1. 서 론
춤이 깊은 데크 플레이트는 다른 데크 플레이트와 비교
했을 때 단면성능이 커 경간이 긴 구조물에 적합하다. 하
지만 처짐은 단면성능보다 길이에 더 영향을 받는다. 따
라서 한계이상의 스팬을 갖는 구조물에 적용할 경우 내력
보다는 처짐에 제한을 받게 되며 과도한 처짐은 시공 시
작업자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고 콘크리트 타설시 구조적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처짐을 제어하기 위해
Prestressed Concrete와 같이 춤이 깊은 데크 플레이트에
프리로드를 도입하여 선 캠버를 적용시켜 처짐을 제어하
고자한다.

(a) 프리로드 도입

(b)콘크리트 타설시
Fig. 2 Conceptual Diagram of Preload Method

2. 해석
2.1 해석모델
(a) 춤이깊은
데크플에이트

(b) 트러스 데크

Fig. 1 Type of Steel Deck Plate

프리로드를 도입하는 방법은 콘크리트 타설전 부재에
압축, 휨응력을 작용하게 한다. 하지만 프리스트레스콘크
리트와 달리 데크플레이트는 얇은 아연강판을 이용해 제
작해 좌굴이 쉽게 발생할 수 있는 단점을 갖으며 콘크리

프리로드 도입 후 데크 플레이트의 잔존내력을 평가하
기 위해 해석적 방법을 사용하였다. 총 5개의 해석모델을
이용하였으며 데크 플레이트를 30mm치올리는데 필요한 프
리로드를 기준으로 각각 0, 0.8, 1.0, 1.2배한 해석모델
과 긴장재가 없는 해석모델, 총 5개의 해석모델을 비교분
석하여 잔존내력을 확인하고자 하며 Table.1과 같다. 또
한 joist slab와 같이 T형보 개념을 적용하여 계획하였으
며 fig.3과 같다. 프리로드 도입을 위해 긴장재는 D25
SD600 철근으로 계획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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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Type of Analysis
A
B
Preload(kN)
(0.0)
(0.0)
(Load ratio)
Tendon
X

C
73.4
(0.8)

D
91.4
(1.0)

E
109.4
(1.2)

O

Fig. 5 Load-deflection relations

Fig. 3 Section of Analysis models
해석을 위해 모델은 총 3개의 파트로 분리하였다. 파트
1은 긴장재와 프리로드를 데크에 전달하기위한 플레이트
로 구성했다. 파트2는 데크플레트이며 파트3은 가력프레
임이다. 또한 해석에 사용한 부재의 특성은 아래의
Table.2와 같다.

Table 3. Result of Analysis
A
B
m ax (kN) 21.85
20.93
m ax (mm) 73.42
67.62

1.04
1.00

1.09
1.00

C
21
78.62
1.00
1.16

D
20.42
78.02
0.98
1.15

E
19.96
78.34
0.95
1.16

3. 결론
본 연구는 콘크리트 타설시 처짐을 제어하여 장스팬화
를 위해 프리로드를 도입한 춤이깊은 데크플레이트의 잔
존내력을 해석적 방법을 이용하여 비교분석하였다.

Table 2. Member Properties of Deep Deck Plate
A(mm2)
1,535
I(mm4)
14,133,728
2
E(N/mm )
210,000
S(mm3)
89,315
L(mm)
8,830
Z(mm3)
120,909

2.2 해석결과
해석결과 모든실험체가 fig.4와같으 가력부부에 좌굴이
발생하였으며 부재 중앙에 좌굴은 관측되지 않았다. 하지
만 가력부에 좌굴이 발생하면서 전체적으로 해석모델들은
취성적인 거동을 보였으며 해석결과는 fig.4, fig. 5와
같다.

(1) 프리로드 도입량에 따른 해석모델간의 비교결과,
프리로드 도입량이 증가할수록 다소 내력이 감소되지만
내력 감소량은 미비함을 알 수 있었다.
(2) 프리로드를 도입한 모델과 도입하지 않은 모델과의
내력차이가 미소하였다. 이는 가력후 응력이 역전되었기
때문이다.
(3) 해석결과 프리로드를 도입하여 춤이 깊은 데크의
처짐제어가 가능하고 내력은 프리로드를 도입하지 않은
경우와 유사하므로 콘크리트 경화 후 부재설계는 일반적
인 설계방법으로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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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성능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I형 거더의 복부판 전단강도
Shear Strength of Prestressed UHPC I-Girder Web
변 남 주* · 이 정 화** · 이 기 세*** · 강 영 종****
Byun, Nam-Joo · Lee, Jeong-Hwa · Lee, Kee-Sei · Kang, Young-Jong
ABSTRACT
Concrete has been widely used for material of bridge girder. However, Concrete is considered as inefficient material for
long-span girder. Because it has low material strength compared with those of steel girder, huge cross sectional area are
required to have same strength of steel girder bridges. UHPC(Ultra High Performance Concrete) as new material is
developed to supplement this weakness of concrete. UHPC has high compressive strength and show softness behavior due
to it is reinforced by fiber.
If UHPC has no any reinforcement for shear, diagonal tension crack failure is dominant like normal concrete. So,
reinforcement for shear is essential and prestress is efficient method of reinforcement for UHPC due to high compressive
strength. However, design equation for shear strength suggested by K-UHPC Certification(2012) do not consider
prestress effect. Therefore, this study investigate effect of prestress for shear strength of ultra high performance concrete
I-girder by using finite element analysis program
Key Words: UHPC, prestress concrete, shear strength
같이 전단의 45°방향으로 사인장에 의해 균열이 발생하
고, 사인장 균열이 확장되면서 파괴가 발생한다.

1. 서 론
강재에 비해 시공성, 경제성이 우수한 콘크리트는 교량
거더의 재료로 널리 사용된다. 하지만, 낮은 응력강도로
인해 충분한 내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단면과 자중이 커
지는 것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콘크리트는 장견간 거더의
재료로는 비효율적이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강
섬유로 보강한 신재료인 초고성능 콘크리트가 개발되었
다.
초고성능 콘크리트가 일반 콘크리트에 비해 큰 압축강
도를 가지고 있지만, 인장강도는 압축강도에 비해 현저히
낮기 때문에, 일반 콘크리트와 마찬가지로 전단에 대해서
는 사인장균열 파괴가 지배적이다. 전단보강이 되어있지
않으면, 큰 압축강도를 갖는 초고성능 콘크리트의 재료적
특성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할 수 있다. 콘크리트 프리스
트레스 보강 시, 추가적인 압축력의 작용으로 인한 균열
방지 효과로 전단강도 증가 효과를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초고성능 콘크리트 I형 거더의 전단강도에
대한 프리스트레스의 영향을 유한요소해석 프로그램을 사
용하여 분석하였다.

2. 본론
2.1 배경지식
압축강도에 비해 인장강도가 현저히 낮은 콘크리트의
재료적인 특성상 콘크리트 거더는 전단 작용 시 Fig. 1과

Fig. 1 Diagonal Shear Crack

Fig. 2 Moar’s circle of prestress concrete
이러한 사인장 균열에 대한 프리스트레스의 효과는
Fig. 2와 같이 모어써클을 통해서 설명할 수 있다. Fig.
2는 복부판의 한 미소요소의 응력분포를 나타내며, 프리
스트레스의 크기가 커질수록 모어써클이 왼쪽으로 이동하
며 사인장응력이 감소한다. 이처럼 프리스트레스가 콘크
리트의 전단강도를 증진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으
며, 압축강도가 큰 UHPC에 대해서는 좀 더 효율적으로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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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시킬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초고성
능 콘크리트 I형 거더의 복부판 전단강도에 대한 프리스
트레스의 영향을 유한요소 해석 프로그램인 Abaqus 6.13
을 사용하여 수치해석을 수행하였다.
2.2 해석 개요
유한요소 해석 프로그램인 Abaqus 6.13을 사용하였다.
기본적인 단면과 하중, 경계조건은 “강섬유 보강 초고성
능 콘크리트 보의 전단 거동에 관한 실험 연구(2011)”에
서 참조하였다. 프리스트레스에 의한 상부 플렌지의 균열
을 방지하기 위해 상부 플렌지에 철근을 보강하고 하중점
이나 지점부의 국부적인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스티프너
로 보강하였다. 전체적인 단면 형상은 Fig. 3과 같다.

복부판 하부의 인장 응력이 커지므로, 균열이 복부판 하
부에서부터 발생하여 확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비
보강보에 대해서 형상비, 복부판 두께를 변수로 전단강도
를 산정하여 K-UHPC 구조설계지침(2012) 설계식과 비교한
Fig. 8 그래프를 살펴보면, 전단강도는 형상비가 커질수
록 모멘트의 영향으로 감소하고 복부판 두께에 비례하여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현재 K-UHPC 구조
설계지침에 제시되어 있는 전단강도 설계식은 보수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Fig. 7 crack of unreinforced UHPC
Fig. 3 Section, Boundary, Load
초고성능 콘크리트의 물성치는 초고성능 콘크리트
K-UHPC 구조설계지침(2012)에서 제시하는 기본배합강도로
가정하였고, 긴장재의 항복강도   , 탄성계수

  을 사용하였다. 이에 대한 물성치 그래프는
Fig. 4,5와 같다.

Fig. 8 shear strength of UHPC girder without
prestress according to web thickness
2.3.2 프리스트레스가 도입된 경우
Fig. 4 UHPC property

Fig. 5 tendon property

해석은 프리스트레스로 인해 거더에 압축력이 가해지는
과정을 정확하게 묘사하기 위해 3단계로 나누어서 진행되
었고, 프리스트레스로 보강되어 있지 않은 거더에 대한
해석을 먼저 수행한뒤 프리스트레스를 점점 증가시켜가며
해석을 수행하였다. 해석 변수는 복부판 높이-길이 형상
비(2~4), 프리스트레스(긴장재 항복 강도의 0%~80%), 복
부판 두께(50mm~10mm)이다.

프리스트레스로 인한 콘크리트에 초기압축력이 작용하
면서 전단강도가 증가하는데, 프리스트레스에 따른 초기
균열 형상을 Fig. 9, 프리스트레스에 따른 전단강도를
Fig.10에 나타내었다.

2.3 해석 결과
2.3.1 프리스트레스가 도입되지 않은 경우
콘크리트는 인장강도가 압축강도에 비해 현저히 낮기
때문에 Fig. 7과 같이 45°방향으로 균열이 발생하며 파
괴가 발생한다. 복부판 형상비가 커질수록 모멘트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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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crack of prestressed UHPC

부판 전단강도는 설계기준과 비교하여 보았을 때, 2~3배
큰 값을 보이는 것으로 보아 설계기준 강도는 보수적으로
평가되었다.
2. 프리스트레스가 가력된 경우, 프리스트레스 가력지점
과 단면중심 사이의 편심으로 인한 복부판의 압축응력 불
균형으로 프리스트레스가 증가할수록 초기균열 위치가 상
부쪽으로 이동하고, 균열의 위치와 기울기가 변화한다.
3. 프리스트레스가 복부판의 전단으로 발생되는 사인장응
력을 감소시켜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프리스트레스가
증가할수록 균열강도가 증가하였으며, 최종적으로 극한전
단강도가 증가하는 효과를 보인다.

Fig. 10 shear strength of prestressed UHPC girder
according to prestress ratio(%)
프리스트레스 가력시 압축력뿐만 아니라 프리스트레스
작용점과 단면의 중립축의 편심으로 인해 복부판에 모멘
트로 인한 길이방향 응력이 발생한다. 이러한 응력으로
인해 복부판의 하부에 가장 큰 압축 응력이 발생하게 되
기 때문에, 프리스트레스가 커질수록 복부판의 초기균열
위치가 상부쪽으로 이동하고 균열의 기울이가 변하는 것
을 Fig. 9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프리스트레스가
증가할수록 전단강도가 증가함이 Fig. 10에 나타난다. 프
리스트레스에 의한 자세한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프리스
트레스에 따른 하중 변위 그래프를 Fig. 11에 나타내었
다. 일반적으로 콘크리트는 균열 발생과 함께 단면이 손
실되면서 구조물의 강성이 낮아지게 되므로, 그래프의 기
울기가 처음 변하는 시점을 규녕ㄹ강도로 예상할 수 있
다. 따라서, 프리스트레스가 증가할수록 균열강도가 최대
2배 이상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 11 load-displacement graph

3.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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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프리스트레스가 초고성능 콘크리트 I형
거더의 전단강도에 미치는 영향을 유한요소해석 프로그램
을 사용한 수치해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정리
하면 아래와 같다.
1. 프리스트레스가 가력되지 않은 경우, UHPC 거더의 복

- 71 -

일체식 교량의 교대와 CFT Pile의 연결부 성능 분석
Analysis of connection performance between the integral abutment
bridge and CFT Pile
김 대 혁* · 한 상 윤** · 신 성 진***· 강 영 종****
Kim, Dae-Hyeok · Han, Sang-Yoon · Shin, Sung-Jin · Kang, Young-Jong
ABSTRACT
In this study, a quasi-static experiment was conducted on the connection performance between the integral abutment
bridge and CFT pile. Six experiment specimen were manufactured and were divided into type A and type B. Experiment
specimens of Type A were connected with bolts and experiment specimens of Type B were connected with hooks. In
the experiment results the connection performance of Type B showed excellent performance more than that of Type A.

Key Words: integral abutment bridge, CFT pile, connection performance

1. 서 론
일체식 교량(Integral abutment bridge)은 상부구조물
에 신축이음과 교량받침을 배제하고, 상부구조의 단부를
교대에 일체시킨 교량형식이다.[1][2] 전형적인 교대 일
체식 교량이 건설된 사례는 많지 않지만, 일체식 교량의
구조적 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해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
어지고 있다.[3][4] 기존의 일체식 교량은 부모멘트 발생
억제를 위해 말뚝의 강성을 최소화 하였지만, 최근 큰 강
성의 CFT Pile을 도입된 일체식 교량에 대한 연구가 진행
되고 있다. 하지만, 일체식 교량의 교대와 CFT Pile 연결
에 대한 설계지침이 없어, 교대와 CFT Pile 연결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일체식 교량의 교대와
CFT Pile 연결형식에 따라 실험체를 설계 및 제작하였으
며, 연결부 성능을 파악하기 위하여 준정적 실험을 수행
하였다.

Fig. 1 CFT Pile(Type A) - 측면도

2. 실험체
준정적 실험시, 교각 단면 축강도의 0%, 5%, 10%에 해
당되는 축하중에 따라 연결부 성능을 알아보기 위하여
Type A, Type B 형식별로 3개씩, 총 6개의 실험체를 제작
하였다. Fig. 1, Fig. 2는 볼트로 연결한 Type A에 대한
설계 도면이며, Fig. 3, Fig. 4는 갈고리 형태로 연결한
Type B에 대한 설계 도면이다.

Fig. 2 CFT Pile(Type A) - 연결부 상세(볼트 연결)

*
**
***
****

학생회원․ 고려대학교 공과대학 건축사회환경공학부 박사과정, E-mail: chzhball@korea.ac.kr - 발표자
고려대학교 초대형 구조기술 연구소 연구교수
㈜한맥기술 기술개발부 이사
정회원․ 고려대학교 공과대학 건축사회환경공학부 교수, E-mail: yjkang@korea.ac.kr - 교신저자

- 72 -

Fig. 5 CFT Pile(Type A) - Axial force(0%) 하중-변위
이력곡선
Fig. 3 CFT Pile(Type B) - 측면도

Fig. 6 CFT Pile(Type A) - Axial force(0%)

Fig. 4 CFT Pile(Type B) - 연결부 상세(갈고리 연결)
실험은 1,000kN의 가력장치를 사용하였으며, 횡 변위를
재하하기 위하여 Fig. 1. Fig. 3과 같이 실험실 바닥기준
으로 3.5m 높이에 지그를 설치하여, 변위제어로 하중을
가력하였다.

3. 해석결과
Fig. 5는 CFT Pile(Type A)에 축하중 0kN일 때, 하중변위 이력곡선이며, Fig.6는 최대 하중 일때로, 이음부에
서 슬립이 발생한 실험체 사진이다. Fig. 7는 CFT
Pile(Type B)에 축하중 0kN일 때, 하중-변위 이력곡선이
며, Fig.8는 최대 하중 일때로, 이음부에서 슬립이 발생
한 실험체 사진이다. Type A, Type B 모두 CFT Pile 단면
에서의 강관좌굴이나 항복에 의한 파괴가 아닌, 교대와
CFT Pile의 연결부의 볼트 및 갈고리 철근 항복에 의한
파괴가 발생하였다. CFT Pile의 강성이 충분하기에 볼트
연결(Type A)와 갈고리 연결(Type B)의 2가지 연결성능을
비교할 수 있었으며. Table 1에 준정적 실험결과를 정리
하였다. 볼트로 연결하는 (Type A)는 축하중에 따라
260kN ~ 400kN의 최대 횡 하중을 보였으며, 갈고리 형태
의 연결 (Type B)는 440kN ~ 560kN의 최대 횡 하중의 성능
이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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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CFT Pile(Type B) - Axial force(0%) 하중-변위
이력곡선

Fig. 8 CFT Pile(Type B) - Axial force(0%)

Table 1. 준정적 실험 결과
실험체종류

축력재하

횡 변위

최대 횡하중

(단면축강도)

(mm)
84mm
-98mm
96mm
-96kN
98mm
-98mm
56mm
-56mm
56mm
-66mm
70mm
-70mm

(kN)
263kN
-275kN
388.4kN
-397.4kN
399kN
-394kN
445.7kN
-414.2kN
471.2kN
-471.6kN
560kN
-555kN

0%
Type
A

5%
10%

CFT
Pile

0%
Type
B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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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효, 윤지현, 안진희, 이상우, “일체식 교대 교량의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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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 논문집, 29권, 6A호, 2009, pp. 651~659.
김상효, 윤지현, 최우진, 김준환, 안진희, “일체식 교대 강
교량의 거더-교대 연결부 상세의 거동평가를 위한
실험적 연구,” 한국강구조학회 논문집, 23권, 1호,
2011, pp.61~72.

4. 결론
본 연구는 일체식 교량(Integral abutment bridge)의
교대와 CFT Pile 연결부에 관한 실험으로, 준정적 실험을
통하여 연결부 성능을 알아보았으며, 결론은 다음과 같
다.
1. 볼트로 연결하는 (Type A)와 갈고리 형태의 연결
(Type B) 모두 CFT Pile에서 강관의 좌굴이나 항복이 나타
나지 않았으며, CFT Pile의 강성이 충분하기에 볼트 연결
(Type A)와 갈고리 연결(Type B)의 2가지에 대하여 연결부
성능을 비교할 수 있었다.
2. Type A(3EA) 및 Tpye B(3EA) 실험체 모두 연결부에
서 파괴가 발생하였다. 볼트로 연결하는 (Type A)는 축하
중에 따라 260kN ~ 400kN의 최대 횡 하중을 보였으며, 갈
고리 형태의 연결 (Type B)는 440kN ~ 560kN의 최대 횡 하
중의 성능이 나타났다. 갈고리 형태의 연결 (Type B)방식
이 볼트로 연결하는 (Type A)방식 보다 우수한 연결부 성
능을 가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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휨 모멘트를 받는 이축 대칭 I형 거더의 플랜지 탄성 국부좌굴 특성
Characteristics of Elastic Flange Local Buckling of Doubly Symmetric
I-girder subjected to bending moment
이 정 화* · 이 기 세** · 변 남 주*** · 강 영 종****
Lee, Jeong-Hwa · Kim, Kee-Sei · Byun, Nam-Joo · Kang, Young-Jong
ABSTRACT
In this study, elastic flange local buckling strength of doubly symmetric I-girder subjected to bending moment were
evaluated by 3D finite element analysis. The analysis model were modeled by 3D shell elements(S4R) using ABAQUS
6.13 program. And loading and boundary conditions were determined by equal end moments and simple boundary
conditions. Flange and web slenderness ratio were considered in the parametric studies to evaluate flange local buckling
strength with AISC design equations. Then, AISC design equations and characteristics of Elastic flange local buckling of
I-girder were evaluated.

Key Words: flange local buckling, flange-web interaction, I-girder

1. 서 론

2. 유한요소해석

최근 강구조물의 설계는 허용응력설계법에서 하중저항
계수설계법으로 설계기준이 바뀌었다. 기존에는 응력단위
에서 허용응력에 대하여 검토를 하였으나, 하중저항계수
설계법을 이용할 경우 단면에 대한 소성 강도를 적용하게
되었다.
휨부재인 I형강 및 I형 거더의 설계에서 소성강도를 이
용한 설계법은 일반강재에 대해서만 설계가 가능하고, 고
강도강재를 이용한 설계에서는 비조밀 단면 혹은 세장단
면으로 설계가 되어야 한다. 따라서, 고강도강재를 이용
한 설계의 경우 소성강도 보다는 탄성 및 비탄성 강도의
산정이 매우 중요하게 된다.
한편, I거더의 플랜지 국부좌굴의 경우, 복부판과 접하
는 부분의 경계조건에 대한 영향을 크게 받아 플랜지와
복부판은 서로 상호작용을 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
토가 필요하다. 현재 AISC설계기준에서는 복부판의 세장
비를 고려한 식을 제시하고 있으나, 플랜지 상호작용을
효과적으로 검토하고 있지 못하다.
본 연구에서는 복부판의 세장비가 I거더 플랜지의 국부
좌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검토하기 위하여, 탄성좌굴
해석을 수행하였다. 해석결과는 AISC 설계기준에서 제시
하고 있는 좌굴강도 및 이론 강도와 비교하여 플랜지 국
부좌굴에 대한 복부판의 영향을 검토하였다.

2.1 해석 개요
I거더의 플랜지 탄성좌굴을 검토하기 위하여, 탄성국부
좌굴해석을 수행하였다. 해석프로그램은 ABAQUS 6.13을
이용하여 3차원 쉘 요소로 모델링하였고, 사용 요소는
S4R을 이용하였다. 하중은 거더의 양단에 모멘트를 제하
하였으며, 경계조건은 단순지지조건을 사용하였다. 횡비
틀림좌굴을 방재하기 위하여 횡지지를 위한 경계조건도
적용하였으며 적절한 횡지지간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수렴
도 해석을 수행하였다.

(a) 횡지지 경계조건

(b) 하중 재하조건
Fig. 1 유한요소해석의 하중 및 경계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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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매개변수 연구
해석 단면은 Fig. 2와 같다. 해석 단면의 제원은 플랜
지의 폭 500mm, 복부판의 높이(Dw) 1000mm이며, 플랜지는
세장비에 따라 18가지의 단면, 복부판은 총 7가지의 단면
에 대해 해석을 수행하였다. 플랜지의 세장비범위는
2.5~50, 복부판의 세장비범위는 20~200이다.(Table. 1)
bf = 500mm
tf(18 cases)

tw(7 cases)

Dw=1000
mm

3.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양단 휨모멘트를 받는 I거더에 대하여
탄성좌굴해석을 수행하여, 플랜지 좌굴강도를 해석적으로
평가하였다. 평가 결과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 단면 형상 >

Fig. 2 해석 단면
Table 1. 해석 모델의 제원
bf(mm)
Dw(mm)
tf(mm)
500

1000

5~50

tw(mm)





5~50

2.5~50

20~200

1. AISC 설계식의 상한 값은 고정지지조건을 갖는 이론
강도보다 낮은 강도로 평가하고, 하한 값은 단순지지조건
을 갖는 이론 강도보다 낮은 강도로 평가한다.

2.3 해석 결과
Fig. 3은 복부판과 플랜지의 세장비별 해석결과를 나타
낸 것으로 좌굴강도는 응력으로 표현하였다. 해석결과와
이론식을 이용하여 계산된 이론 좌굴응력과 AISC 기준에
서 제시하고 있는 설계식과 비교하였다. 이때 이론 좌굴
응력의 상한 값은 플랜지가 고정지지조건인 경우로 좌굴
계수 k는 1.277이며, 이론 하한 값은 단순지지조건인 경
우로 좌굴계수는 0.425이다. AISC 설계기준에서는 좌굴계
수의 범위를 0.35에서 0.76으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상한
값은 고정지지조건보다 작은 값을 사용하고 있으나, 하한
값은 이론 좌굴 강도 값보다 낮게 평가하고 있다.

Elastic flange local buckling strength
(σcr, MPa)

1,000

k=0.425
k=1.277
AISC eq.(kc=0.35)
AISC eq.(kc=0.76)
λw=200
λw=100
λw=90
λw=80
λw=60
λw=40
λw=20

900
800
700
600
500

300
200
100
0
10

20

30

40

50

60

Slenderness ratio (λf=bf/2tf)

2. 해석결과를 고찰하여보면, 플랜지의 세장비가 증가할
수록, 복부판의 세장비가 감소할수록 고정지지조건에 의
한 이론 강도에 수렴한다. 반면에 플랜지의 세장비가 감
소할수록, 복부판의 세장비가 증가할수록 단순지지조건에
의한 이론 강도에 수렴한다.
3. 해석결과와 AISC 설계기준 강도를 평가하면, AISC 설
계기준 강도는 실제 해석결과를 반영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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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 J. H., Kim, K. Y., Lee, J. H., Kim, K. S., Kang, Y. J.
(2014), Flange Local Buckling(FLB) for Flexural
Strength of Plate Girders with High Performance
Steel(HSB 800),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Steel
Construction, Vol.26, No.2, pp.91-103, Korea.

Fig. 3 플랜지 및 복부판의 세장비에 따른 좌굴강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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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MW급 해상풍력타워의 개구부 좌굴 강도 고찰
Buckling Strength Analysis on Opening Effect of
10MW Offshore Wind Tower
조 성 준* · 엘 에 이** · 루 이 스*** ·김 회 진**** · 박 종 섭***** · 이 규 세*******
Cho, Sung Jun · Nicolas, Lay Allen S. · Asistores, Luis A.C. · Kim, Hoi Jin · Park, Jong Sup · Lee, Gyu Syi
ABSTRACT
The initial production scale of wind tower is very few. But recently, the production scale of wind tower structure has
increased gradually because it maximizes the efficiency in green energy. Many researchers are studying the wind tower,
but there is no study about the difference of allowable buckling stress of the wind tower with and without opening.
Guideline of codes and standards are very limited when designing a wind tower with an opening. It is also rarely that a
study considers the design of the wind tower to be a tubular shell with or without an opening. ABAQUS, a general
purpose finite element program, which provides safety evaluation and economical standards for the design and behavior of
the wind tower considering the effect of opening was used in the study. Finally, results from this study can serve as
reference for structural engineers, manufacturers and further studies of wind turbine when designing a tubular shell wind
tower with an opening.
Key Words: wind tower, openings design, allowable buckling stress, economic design, finite element analysis

1. 서 론
개구부 유무에 따른 10MW급 해상풍력타워의 거동 특성
을 알아보기 위해 타워의 하단부분만 모델링하여 선형해
석, 비선형해석, SDR의 변화, 보강재 두께 변화, 개구부
폭의 변화, 개구부 형식의 변화 등 여러 변화에 따른 강
도 영향을 알아보고 그에 따른 설계 기준을 판단해본다.

2.

유한요소해석 모델링

해상 풍력타워의 3차원 구조 거동 특성을 파악하기 위
해 범용구조해석 프로그램 ABAQUS를 사용하였다. 또한 개
구부를 포함하는 범위의 하부부분만 3차원 모델을 구성하
고 ABAQUS의 S4R shell element를 적용시켜 탄성해석모델
의 메쉬(Mesh)를 완성하였다.

해석 하는 동안 구조물의 강철은 S355의 강철을 사용한
다. 강철 S355의 밀도 7,850 kg/m3 와 항복강도 355 N/mm2
를 사용한다. 하지만 비선형 해석을 할 경우DNV-RP-C208
의 비선형 재료 특성으로 사용한다. 그리고 하중과 경계
조건은 쉘 관형 모델의 상부 면적에 수직으로 등분포 하
중만 적용해주며, 모델의 상부의 경계조건은 길이방향의
변위를 제외한 모든 변위와 회전을 구속시켜주며 하부는
제외 없이 모든 변위와 회전을 구속시켜준다. 위에 제시
한 특성과 조건으로 모델링 한 결과 Table 1.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Theory of elasticity 값으로 비교한 결과 백분
율 차이가 적기 때문에 모델링의 적절성이 정확하다고 판
단한다.
Table 1. Comparison of Buckling Capacity to Theory
of Elasticity

3. 유한요소해석 결과

Fig. 151. ABAQUS 3D Shell Element Mode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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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seA 는 개구부와 보강재 모두 존재하지 않는 타입,
CaseB 는 개구부는 존재하지만 보강재가 없는 타입,
CaseC 는 개구부와 보강재가 모두 있는 타입으로 Fig.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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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Percentage Difference of ABAQUS LBA
Results to EN-1993-1-6

는 3가지 경우를 비선형 해석한 결과이다.

4. 결론
Fig. 2. Load-Displacement Curve of Nonlinear
Analysis
개구부의 폭의 변화와 개구부의 형식 변화를 고려한 경우
Fig. 3. 과 Fig. 4. 가 이에 따른 좌굴 강도 결과 값을 나
타내주고 있다.

비선형 해석결과 보강재가 있음으로써 좌굴 수용 능력
손실을 막을 수 있지만 보강재의 두께가 증가가 좌굴 수
용 능력이 증가시키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SDR에 따른
적정 보강재 두께가 필요하다. 개구부의 크기는 크기에
따른 강도가 많은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므로 폭 1m 이내
에서 사용성에 용이하게 설계가 가능하다. 개구부의 형식
에서는 Collar를 포함한 형식이 큰 수용력을 가지지만
Collar의 자체만으로도 큰 수용력을 가지므로 Collar 자
체의 설계가 더 경제적인 설계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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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내식강을 적용한 방호울타리 구조의 탑승자 보호성능 평가
Passenger Safety Assessment of Barrier Structures Using High
Anti-corrosion Steels
노 명 현* · 이 상 열**
Noh, Myung-Hyun · Lee, Sang-Youl
ABSTRACT
This study dealt with passenger safety assessment of roadside barrier structures using high anti-corrosion steels, which are
called hot-dip zinc-aluminium-magnesium alloy-coated steels. We performed a simulation with high anti-corrosion barriers
capable of absorbing impacts and calculated the breakage stress to assess passenger safety. Passenger safety was assessed
by calculating the THIV (Theoretical Head Impact Velocity) and PHD (Post-Impact Head Deceleration). This process
compares normal steel materials and high anti-corrosion steel materials. The simulation test results for the roadside
barriers built with high strength anti-corrosion steels with reduced sectional thickness meet the safety evaluation criteria,
hence the proposed roadside barrier made by high strength and high anti-corrosion hot-dip zinc-aluminium-magnesium
alloy-coated steel will be a good solution to serve passenger safety as well as save maintenance cost and better structural
performance.
Key Words: high anti-corrosion steels, passenger safety assessment, THIV, PHD

1. 서 론
차량방호 안전시설물은 대표적으로 방호울타리가 있
으며 설치 위치에 따라 교량용, 중앙분리대용, 노측용
으로 구분된다. 이러한 방호울타리 제품들은 국토교통
부에서 제시한 9개 등급별 충돌시험조건을 이용해 소형
차(승용차) 및 대형차(트럭) 충돌에 대해 탑승자에 대
한 보호성능과 방호울타리에 대한 강도성능을 검증하여
충돌안전성을 검증받고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 유지관
리 측면에서 내구성 강한 방호울타리는 장기간 동안 차
량방호라는 본연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공용 중 녹발생
에 따른 미관저하의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기 때
문에 최근 차량방호 안전시설 분야에서 관심이 대두되
고 있다(AASHTO, 2009; Ko et al., 2010). 주로 용융
아연도금 처리된 강판으로 제작되는 차량방호 안전시설
은 겨울철 염화나트륨과 염화칼슘과 같은 염소계 제설
제에 의해 부식이 가속화되는 특징이 있어 설계수명을
다하지 못하고 교체되는 경우가 빈번하다. 특히, 제주
도를 비롯한 도서해안 지역은 공기 중 염분농도가 높고
해풍이 잦으며 강우량 또한 많아 차량방호 안전시설의
소재로 용융아연도금 처리된 강판은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용융아연도금 처리한 강판대비 상대
적으로 고가인 융융함금도금 강판을 차량방호 안전시설
소재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고내식성의 융융합금도
금 강판을 적용하면서 제작 원가도 절감하고 동시에 차
량방호 안전성능을 유지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검토
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본 논문은 내식성 향상을 목적
으로 용융아연도금 처리한 강판을 고내식성의 용융합금
도금강판으로 단순히 대체하는 것을 검토한 것은 아니
다. 그 이유는 상대적으로 고가인 융융합금도금 강판을

차량방호 안전시설에 널리 확대 적용되기 위해서는 차
량방호 성능을 유지하면서도 경제성이 전제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일반강도의 용
융아연도금 강판을 고강도의 용융합금도금강판으로 변
경하고 단면 두께 저감을 통한 경제성 확보를 도모하
며, 탑승자 관점에서의 안전성을 평가하였다. 탑승자
안전성 평가는 외연적(Explicit) 범용 유한요소해석 프
로그램인 Ls-dyna를 활용한 3차원 충돌 시뮬레이션을
통해 검토하였다.

2. 탑승자 안전성 평가 기준
일반적으로 구조적 적합성이 검증된 후, 탑승자 보호
성능에 관한 평가를 수행하는데, 이때 탑승자의 안전지수
로 THIV 및 PHD가 활용된다. 이러한 안전지수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시험차량 무게중심 위치에 센서를 부착하고 계
측된 가속도와 각속도 자료를 활용한다. THIV는 탑승자가
자유이동 공간거리(Flail space distance)로 정의되는 종
방향과 횡방향으로 각각 0.6m, 0.3m에 도달했을 때 시간
 에서의 탑승자와 차량간의 상대속도를 의미하며 다음 식
을 통해 산정한다.
        



(1)

여기서,  와  는 차량 좌표계에 대한 머리의 상대속
도를 의미하며,  는 탑승자의 머리의 비행시간으로 머리
가 가상의 충돌면 3곳 중 어느 한 지점에 부딪친 시간으
로, 다음 식을 만족하는  중 최소값이 된다.

* 정회원․ 포스코 철강솔루션 마케팅실 구조연구그룹 책임연구원, E-mail: mnoh@posco.com - 발표자
** 정회원․ 안동대학교 토목공학과 부교수, E-mail: lsy@anu.ac.kr - 발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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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는    

(2)

여기서,  와  는 차량 좌표계에 대한 머리의 위치 좌
표를 의미하며,  와  는 최초 머리의 위치로부터 충돌
면까지의 종방향과 횡방향 거리를 의미한다.
PHD는 차량이 1차 충돌로 인해 발생되는 2차 충돌 상
황(    )에서 차량 내부공간의 가상 면에 부딪힐 때 머
리가 받게 되는 평균 가속도 중에서 최대값을 의미하며
다음 식을 통해 산정한다.
            , t > T

(3)

여기서,  와  은 충돌 후 (   ) 10ms 평균 가속도
를 의미하며, PHD는 탑승자의 머리가 차량 내부의 벽에
부딪힌 후 차량의 충돌이 끝날 때 까지 벽에 밀착되어
   이후 차량 가속도는 탑승자의 머리가 받는 가속도
와 동일하다고 가정하여 산정한다. 탑승자의 보호 성능은
탑승자 보호 성능 평가를 위한 시험 조건을 적용하여
THIV와 PHD 한계값 (33km/h, 20g)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또한, 충돌로 발생한 비산물의 차량 안 침범여부와 차량
과 시설물의 직접적인 충돌로 인한 차량내부공간의 변형
이 한계값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계측하여 탑승자 보호 성
능을 평가한다.

3. 충돌 시뮬레이션 및 결과 분석
탑승자 보호성능 및 강도성능 평가를 위한 충돌 시뮬레
이션은
외연적(explcit)
유한요소해석
프로그램인
LS-DYNA (version 971)를 이용하였다. 이 때, 고내식강 적
용 교량난간의 유한요소 해석모델은 총 8개의 part로 구
성하였다. 철근 및 앵커볼트는 보 요소로 모델링하였고,
연석 콘크리트와 *constrained_lagrange_in_solid 명령어
를 사용하여 커플링 하였다. 보와 지주, 전면판, 충격흡
수부재의 연결은 *constrained _nodal_rigid_body 명령어
를 사용하였다. Fig. 1은 각 부분의 유한요소해석 모델
형상 및 전체 형상을 보여준다 (ANSYS(LS-DYNA), 2102;
Crisfield, 1997; Choung et al., 2013; Kim and Lee,
2015).
Post

Full model

Curb

Fig. 1. Finite element analysis model for the bridge barrier
Table 1. Evaluation results of passenger safety
Rail strength
490MPa
400MPa

Model
410
475
410
475

model
model
model
model

THIV
(km/h)
30.0
29.1
29.8
28.3

PHD(g)

Remark

8.9
7.9
7.5
8.3

PASS
PASS
PASS
PASS

보 부재의 강도가 490MPa, 400MPa이고 상단 보와 하단
보의 중심간 간격이 410mm, 475mm인 경우에 대한 소형차
의 충돌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른 탑승자 보호성능 평가
결과가 Table 6에 제시된다. Table에 나타난 바와 같이
THIV와 PHD는 모두 기준치인 33km/h값과 20g를 만족하고
있다. 탑승자 안정성 측면에서 THIV의 경우 400MPa이 유
리하고, PHD의 경우 490MPa이 유리한 것으로 분석되지만,
결과 차이가 미미하여 최종 모델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대
형차의 강도성능 평가 결과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으로 판단된다.

4.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도로안전시설물의 공용중 부식 발생으로
인한 기능 손실을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고내식성 용융
합금도금강판을 적용한 도로안전시설물을 제안하고, 고내
식강이 적용된 교량난간 제품에 대한 충돌 시뮬레이션 연
구를 수행하였다. 충돌 시험에 앞서 잘 정립된 충돌 시뮬
레이션 모델을 활용하면 이는 고가의 시험료를 반복적으
로 지불하지 않고서도 신강종 적용 신제품의 사전 거동예
측이 가능함을 의미하므로, 향후 시뮬레이션을 통한 신강
종 검토가 확대되기를 기대한다. 궁극적으로는 고내식성
용융합금도금강판의 수요가 확대되어 도로시설물의 유지
관리 비용이 크게 절감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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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처리를 이용한 인장시편의 손상면적 측정에 관한 연구
Study on Damage Area Measurement of Tension Specimen using Image
Processing
손 병 직* · 이 규 환** · 박 원 태***
Son, Byung Jik · Lee, Kyu Hwan· Park, Won Tae
ABSTRACT
In this paper, we study the calculation for the damage area of the tension specimens using image processing
techniques. This study was able to calculate the area of the damage region on the basis of original image. Gener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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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rds: image processing, matlab, tension specimen, image, damage area

1. 서 론
이전 논문(Son et al.)에서 인장시편의 파괴면적을 영
상처리를 이용하여 측정하는 연구를 수행한 적이 있다.
그러나 이전 논문은 원래 영상으로부터 파괴면적을 측정
한 것이 아니라 개선된 영상으로부터 파괴면적을 측정한
연구이다. 본 논문은 이전 연구를 발전시켜 원래 영상으
로부터 인장시편의 파괴면적을 측정하는 연구를 수행하였
다.

들 중 하나로, 각 영역 사이의 분산(between variance)은
최대, 각 영역 내의 분산(within variance)은 최소가 될
때, 분산이 최대가 되며 가장 좋은 경계 값을 얻을 수 있
다는 원리이다.
③ Step 3 : Labeling
단계 2의 여러 색상 중에서 찾고자 하는 영역의 색상
(1, 흰색)만 추출하는 단계이다. 나머지 영역을 검정(0)
으로 간주한다.
④ Step 4 : Trace region boundaries
찾고자하는
영역의
경계를
찾는
단계이다.
Moore-Neighbor tracing algorithm을 이용한다.

2. 기본 이론

⑤ Step 5 : Search regions
찾고자하는 영역만 추출하는 단계이다.

본 연구에서 영상처리는 Matlab 프로그램의
Image
Processing(IP) Toolbox를 이용하여 수행하였다. Matlab을
이용한 복합재료 시편의 취약부위 면적 계산은 다음과 같
은 과정을 거친다.

⑥ Step 6 : Search regions
찾고자하는 영역만 추출하는 단계이다.

① Step 1 : Read Image
원 영상을 Matlab을 이용하여 읽는 단계이다.

⑦ Step 7 : Calculate the damage area
마지막 단계로 손상된 영역을 계산하는 단계이다.

② Step 2 : Multilevel image thresholds using
Otsu’s method
다중 문턱치 값을 찾아서 대응하게 색상을 입히는 단계
이다. Otsu 방법이 이용되며, 양자화(quantization) 기법
이 이용된다. Otsu 이진화 방법은 대상에 관계없이 자동
적으로 적절한 문턱치(threshold value)를 찾아내는 방법

3. 해석 예 및 결과분석
본 해석 예는 복합재료 시편이 반복하중을 받을 때, 취
약부위의 면적을 디지털 영상처리 기법을 이용하여 계산
하는 것이다. Fig. 1은 GFRP(Glass Fiber Reinforc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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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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은 원래 시편의 영상이고, Fig. 2는 손상된 면적
을 추출한 영상이다.
Fig. 2는 2장의 기본 이론을 바탕으로 시편의 취약부위
의 면적을 계산한 결과이다. 이처럼 본 연구는 2장에서
소개한 연산으로 취약부위의 면적을 잘 계산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인 본 시편처럼 비등방성 영상으로 일반적
인 손상 면적을 추출하기 위해서는 2장에서 소개한 연산
외 열기(Opening) 연산, 닫기(Closing) 연산, Hit-or-Miss
연산 등 다양한 연산을 수행하여야 하며, Bottom hat 필
터, Top hat 필터 등 다양한 필터를 적용해야 한다.

4. 결 론
본 논문은 인장 시편의 취약부위 면적을 디지털 영상처
리 기술을 이용하여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하였다.
2절에서 설명한 7단계 연산 수행으로 취약부위의 면적을
잘 측정할 수 있었으나, 일반적으로 면적을 추출하기 위
해서는 복합재료 시편이 비등방성 재질이므로 연산 및 필
터들을 조합하여 활용하거나 이것을 토대로 새로운 알고
리즘을 개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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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라브의 전단강도를 고려한 FRP-UHPC 휨 보강 기법
FRP-UHPC Flexural Strengthening System Considering Shear Strength
of RC Slabs
김 정 중* ․ 문 지 호** ․ 염 광 수***
Kim, Jung Joong․Moon, Jiho․Youm, Kwang-Soo
ABSTRACT
철근콘크리트 슬라브의 휨강도 보강을 위해 제안된 섬유보강폴리머(Fiber Reinforced Polymer, FRP)와 초 고거동 콘
크리트(Ultra High Performance Concrete, UHPC)의 합성구조의 파괴 시 거동을 살펴 본 결과, 과다한 휨 보강으로 인
한 전단파괴와 보강된 FRP의 탈착에 의한 파괴가 발생하였다. 전단강도와 휨 강도의 크기를 고려한 설계 기준을
제시하여 휨 보강 한도를 제한하고, 전단 철근을 추가하여 탈착에 의한 파괴를 보강하였다. 휨 강도의 보강을 제한
하고 부착 철근이 보강된 슬라브의 실험 결과, 휨에 의한 연성파괴가 유도되었다.
Key Words: FRP, UHPC, 전단보강, 휨보강, 보수보강

1. 서 론

2. 보강기법

기존의 구조물을 내폭설계에 적합한 수준으로 보강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철근콘크리트 (RC) 슬라브의 휨 보강은 Fig.1에서 보여지
는 것처럼 일반적으로 구조용 강재나 섬유보강플라스틱
(FRP) 같은 인장재를 구조 단면의 인장지역에 보강함으로
써 이루어진다. 외부에 부착된 FRP의 구조적 거동은 인장
보강재로써 구조물과의 부착력에 의해 지배된다. FRP 부
착력의 저하는 보강된 단면의 구조적 성능의 저하를 발생
시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 부(-)의 모멘트
구간 모두 RC 슬라브의 상부면에 시공할 수 있는 초고거
동 콘크리트 (UHPC)와 FRP의 하이브리드 구조가 제안되었
다. 부(-)의 모멘트 구간에서는 주로 FRP의 인장력에 의
한 휨 보강 기능을 발휘하는 반면, 정(+)의 모멘트 구간
에서는 UHPC가 압축재로 FRP가 인장재로 작용 하는 구조
이다.

Fig. 2에 가정된 변형률 적합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중
립축의 깊이 c가 타설된 UHPC의 두께 tH 보다 작아야 할
것이다.

Fig. 2 정(+)의 모멘트 구간의 보강된 단면에서 휨 파괴
시 요구되는 힘의 평형과 변형률 적합조건

이로부터 UHPC의 강도, 타설 두께와 FRP의 두께 tf 간
의 관계식이 식 (1)과 같이 유도 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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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또한, FRP가 압축력을 받는 것으로 가정된 변형률 적합
조건을 만족하지 않아야 하며, 이로부터 식 (2)의 관계식
이 유도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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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전단보강이 추가된 FRP-UHPC 보강 슬라브의 연성 파괴

 


 ≥ ′   




 



(2)

식 (1)과 (2)의 조건을 만족 한다면, 정(+)의 모멘트
구간의 보강 단면의 공칭 휨 강도는 철근의 인장력과
UHPC의 압축력, FRP의 인장력과 UHPC의 압축력의 우력 모
멘트의 합인 식 (3)과 같이 계산 될 것이다.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UHPC와 FRP의 하이브리드 구조인 RC 슬
라브 휨 보강 기법을 소개하고, 보강 매카니즘을 간략히
살펴 보았다. 전단보강을 추가한 FRP-UHPC 보강기법의 실
험결과를 보였다. 전단에 의한 취성 파괴를 피하고
FRP-UHPC 기법으로 보강된 슬라브의 연성 파괴를 유도하
기 위한 설계에 대하여 추가 연구가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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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brid high-performance composite retrofit system,
Engineering Structures, Vol.36, No.1, 2012, pp.70-80

Fig. 3 보강된 슬라브의 전단파괴
본 연구에서는 추가적인 전단과 부착 보강을 통하여 휨
에 의한 파괴를 유도하였다. Fig. 4에 보인 것처럼 기존
의 슬라브와 FRP-UHPC 보강시스템이 부착을 유지하며 연
성파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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벨크로로 보강한 RC 프레임의 내진성능에 관한 실험적 연구
An Experimental Study on Seismic Performance of RC Frame
Retrofitted with Velcro
권 민 호* · 서 현 수** · 임 정 희***
Kwon, Min-Ho · Seo, Hyun-Su · Lim, Jeong-Hee
ABSTRACT
Earthquakes is impossible to predict and occur within very little or no warning. They cause significant damage to
property and inflict large human casualties. Seismic retrofit for non-seismic design RC frame has been studied over the
years. Although there are many seismic retrofit methods, the seismic retrofit methods are increased weight and physical
damage to structures. This study evaluates the seismic performance of RC frame retrofitted with velcro. The specimens
were made scale down of actual steel structures, and displacement loads were applied in the trasnverse direction.
Key Words: velcro, seismic retrofit, RC frame, double curvature

1. 서 론
구조물에 가장 큰 피해를 입히는 자연재해 중 하나인
지진은 전 세계적으로 발생횟수와 유감지진횟수가 증가하
고 있다. 지진의 경우, 예보가 거의 불가능하고 짧은 시
간동안 건설 구조물에 피해가 집중되어 재산 및 인명 피
해가 다른 자연재해에 비해 크다(Jang et al, 2007). 하지
만 국내 구조물의 경우 80% 이상이 내진설계가 되어있지
않고, 내진보강도 이루어지지 않은 곳이 많다. 이에 내진
설계가 되어있지 않은 RC 구조물의 보강에 대하여 연구가
꾸준히 진행되어왔고 내진보강법도 다양하다. 하지만 건
물의 중량을 증대시키거나 고가의 보강재 또는 시공의 어
려움 등의 단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저렴하고, 타 보강법에 비하여 시공이
간단한 벨크로로 보강한 구조물의 내진성능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비내진 상세를 갖는 국내 RC 학교 건물골조를 축
소하여 시험체를 제작하여 벨크로로 보강, 복곡률 실험을
수행하였다.

2. 실험계획
2.1 시험체 계획
벨크로의 내진성능을 확인하기 위하여 비내진 상세를
갖는 국내 철근콘크리트 학교 건물 골조를 보강대상으로
선정하였고, 실험실의 여건에 맞게 설계도면의 50%로 축
소하여 시험체를 제작하였다.
시험체 단면은 200×300mm의 기둥으로 전체높이는
3,000mm, 기둥높이는 1,500mm이다. 콘크리트는 18MP, 철근
은 400MPa로, 주철근은 D13, 횡보강근은 D6을 사용하였
고, Fig. 1에 시험체 상세를 나타내었다.

Fig. 1 Detail of specimen
실험은 Fig. 2와 같이 비보강 시험체인 ORC 시험체와
양 기둥 전체를 벨크로로 보강한 FVRC 시험체를 제작하여
복곡률실험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벨크로는
공업용으로, 주로 사용되는 폴리프로필렌 재질의 머쉬룸
벨크로를 RC 골조 구조물의 기둥보강에 적용하였다.
벨크로의 인장강도는 후크 테이프와 루프 테이프가 부
착된 상태로 KS K 0756의 규정에 따라 측정하였다. 제작
된 시편을 인장시험기에 설치하여 100±10mm/min의 속도
로 시편이 절단 될 때까지 하중을 가하였다. 시험결과 인
장강도는 18.08MPa, 탄성계수는 1138.19MPa로 측정되었다.

* 정회원․ 경상대학교 공과대학 토목공학과 공학연구원 교수, E-mail: kwonm@gnu.ac.kr
** 정회원․ 경상대학교 토목공학과 박사과정, E-mail: flyfromyou00@gmail.com - 발표자
*** 정회원․ 경상대학교 토목공학과 박사과정, E-mail: jung509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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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험결과

Fig. 2 Variables of the experiment

2.2 실험방법
시험체의 가력은 엑츄에이터와 구조실험용 가력프레임
을 이용하였다. 실험장치의 설치 및 가력은 Fig. 3과 같
다. 시험체는 반력바닥과 하중가력장치에 볼트와 너트를
이용하여 고정하였고, 좌·우 서보인장잭을 이용하여 시
험체에  만큼 축력을 가력하였다. 시험체의 비틀림
이나 횡변위를 구속하기 위해 가이드 프레임을 설치하고,
마찰을 방지하기 위해 프레임에 가이드 힌지를 부착하였
다.

100

100

80

80

60

60

40

40

20

Load (kN)

(b) FVRC

Load (kN)

(a) ORC

ORC 시험체에 대한 실험결과, 변위가 증가함에 따라 하
중이 함께 증가하고 변위 18.5mm에서 항복하기 시작하였
고, 기둥 상부에 전단균열의 발생으로 하중이 급격히 떨
어졌다. 최대하중은 부가력 변위 44.1mm에서 최대하중
91.2kN으로 측정되었고, 하중-변위 관계곡선은 Fig. 5(a)
에 나타내었다.
FVRC 시험체에 대한 실험결과, 변위가 증가함에 따라
하중이 함께 증가하고 변위 14.9mm에서 항복하기 시작하
였다. 균열은 =3.0에서 두드러지게 발달되었다. 전단균
열이 보-기둥 접합부 내부로 진행하였고 이후 접합부에서
의 균열증가와 압쇄로 인한 콘크리트의 파괴로 인하여 접
합부에 소성힌지가 발달하였다. 최대하중은 부가력 변위
37.1mm에서 92.1kN으로 측정되었고, 하중-변위 관계곡선
은 Fig. 5(b)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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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Load-displacement relation curves

4. 결론
Fig. 3 Test setup
하중은 변위하중으로, 1,000kN 용량의 엑츄에이터를 이
용하여 변위제어하였다. 시험체에 적용한 횡방향 변위하
중의 반복사이클은 Fig. 4에 나타내었다. 수평하중에 의
한 주철근 변형률이 0.002에 처음 도달할 때의 변위를 변
위연성비 =1로 설정하였고, 변위연성비 를 0.5배씩 증
가시켜 각 사이클별로 두 번씩 반복하였다.

Displacemaent



1cycle







벨크로의 내진성능을 확인하기 위하여 비내진 상세를
가지는 국내 학교골조를 축소제작하여 실험을 수행하였
다. 실험결과 비보강 시험체인 ORC 시험체에 비하여 보강
시험체인 FVRC 시험체의 강도증가는 미비하다. 하지만 비
보강 시험체는 기둥에 전단파괴로 인하여 하중이 급격히
저하되는 반면에 벨크로로 기둥전체를 보강한 FVRC 시험
체는 기둥의 파괴로 인하여 최대강도이후 변위가 증가함
에 따라 하중이 감소되나 벨크로의 구속으로 인하여 연성
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벨크로를 통해 강도보
단 연성증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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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노 재료 기반 콘크리트 성능향상에 관한 해석적 연구
An Analytical Study on Performance Improvements of Nano Concrete
이 희 영* · 정 원 석**
Lee, Hee-Young · Chung, Won-Seok
ABSTRACT
Recently, researches of concrete performance improvement are increased in the advanced countries. Most nano material
research is analyzed by experiment. This study performs a numerical analysis used by tensile strength of MWCNT and
nano continuum theory, so effect on the performance improvements of nano mortar is analytically confirmed. Preceding
researches about experimental result of flexural strength by Chan and Andrawes are comparative verified with result of
multi-scale finite element modeling. In addition, parametric studies were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the ratio of
width and the ratio of height on the behavior of proposed finite element modeling by nonlinear finite element analyses.
Key Words: carbon nanotube, MWCNT, multi-scale model, finite element analysis, bending behavior

1. 서 론
최근 건설재료 분야는 콘크리트와 강재로 구분되는 기
존의 패러다임에서 새로운 건설 재료인 복합소재 (FRP)의
적용, 이종재료의 혼합을 통한 구조적 향상(예: 강섬유
보강 콘크리트) 등의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특히 항
공우주분야와 기계분야에서는 새로운 첨단 나노기술을 이
용하여 역학적으로 탁월하면서 기능적으로 우수한 새로운
분야를 개척해 가고 있다. 건설 분야에서는 선진국을 중
심으로 첨단 나노기술과 건설재료의 융합을 통한 차세대
건설재료의 연구개발이 2000년대 중반부터 시작되고 있
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아직 나노기술을 이용한 건설재료
의 성능향상 분야는 시작단계로 해외의 기술수준에 비해
뒤쳐져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현재 단계에서는 정립되어
있지 않으나 발전가능성이 무궁한 나노기술의 건설재료로
의 융합연구가 절실하다.
특히 콘크리트 재료는 인장에 약하고 압축에 강한 재료
로 취약부인 인장에 대한 보강을 위해 오랫동안 철근과
프리스트레스 강재를 활용하여 왔다. 나노재료는 우수한
기계적 특성으로 인해 이러한 콘크리트 재료의 인장부 약
점을 크게 개선하면서 압축 성능을 향상 시킬수 있는 가
능성이 매우 높다. 건설 분야에서도 이러한 나노재료를
모델링하기 위한 연구는 복합재료 분야에서 일부 진행되
고 있으나 콘크리트 복합체의 모델링은 미비한 실정이다.
Fisher et al. (2003)은 해석결과와 미세구조방법을 혼
합하여 구부러진 형태의 나노튜브의 탄성계수를 효율적으
로 획득하는 모델을 제시하였다. 약간 휘어진 CNT의 탄성
계수가 직선형태의 CNT에 비해 보강효과 계수가 떨어진다
는 것을 찾아내고 CNT 보강 시에 이를 고려해야 한다고
보고하였다. Chan and Andrawes (010)는 CNT를 콘크리트의
보강재로 사용할 시의 유한요소 모델에 대한 연구를 수행
하였다. 개개의 CNT-모르타르 매트릭스의 계면부착 거동

을 고려한 나노스케일 모델링과 CNT/모르타르 복합체 보
의 휨 거동을 모사하는 메소스케일 모델링을 실시하였다.
제안된 유한요소모델은 CNT/모르타르의 부착강도 저하를
성공적으로 모사하였으며, 휨강도, 연성으로의 영향을 분
석하였다. Kulkarni et al. (2010)는 CNT와 모르타르의
복합체의 모델링이 아닌 CNT를 혼입한 복합재료의 모델링
에 대한 연구를 멀티스케일 모델링 접근법과 유한요소해
석을 적용하여 수행하였다. Jafari et al. (2011)은
piezoelectric 나노 복합체의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서
RVE(Representative Volume Element)를 활용한 유한요소
해석법을 제시하고 이를 다양한 매개변수인 요소크기, 경
계조건, 나노튜브의 부피비, 나노튜브의 비율, 비등방성
등을 대상으로 영향분석을 실시하였다. 나노재료를 모르
타르 복합체에 혼입하는 국내연구는 현재 첫걸음 단계로
지금까지의 연구는 기초적인 실험연구가 극히 일부이며
연구자료의 수가 매우 한정적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CNT/모르타르 복합체를 나노-매크로 레벨로 구분하여 해
석모델을 제안하고 멀티스케일 모델링을 수행하여 CNT/모
르타르 복합체의 휨 성능 향상에 대한 정확한 거동을 분
석하고자 한다.

2. 해석프로그램
많은 연구자들이 나노 레벨의 모델링을 실시할 경우,
연속체 역학의 적용 가능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어왔다.
탄성계수나 CNT 기반의 복합체의 전체적인 변형을 고려할
시에는 연속체 역학의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많은 연구자
들이 동의하고 있다. 그러나 전체적인 거동이 아니고 국
부 응력이나 변형률의 거동이 관심이 있을 시에는
molecular dynamic 해석법이나 실험적인 방법으로 거동을
연구해야 한다.

* 학생회원․ 경희대하교 사회기반시스템공학과 박사과정, E-mail: heeyoung0908@khu.ac.kr
** 정회원․ 교신저자, 경희대학교 공과대학 사회기반시스템공학과 교수, E-mail: wschung@kh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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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크로 레벨에서는 앞선 나노 및 마이크로 레벨에서 획
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CNT로 보강된 콘크리트 보요소를
이상화할 수 있다. 실험체를 유한요소모델로 이상화하기
위해서 CNT가 균열을 보강하는 RVE에 대한 인발저항을 나
노스케일로 모델링을 실시하였다.
나노 콘크리트의 수치해석을 위해서는 연속체 역학에
기반한 마이크로 레벨의 RVE 방법을 이용한 Effective
Properties를 추출하는 방법으로 모델링을 선정하고 이를
유한요소해석법을 이용하여 3차원 유한요소에 입력하였
다. 여기서 필요한 MWCNT의 물성치는 나노레벨에서의 모
델링을 통해 획득할 수 있다. 최적 해석 프로그램은 사용
자 정의 재료모델의 인터페이스가 가능하고 마이크로 레
벨 및 매크로 레벨에서 다양한 비선형 요소의 선택이 가
능하며 Solver의 수렴성이 우수한 ABAQUS를 사용하여 해
석하였다.
Fig. 1은 CNT-Cement matrix RVE 단면을 도시화한 것이
다. 나노복합체 연구분야에서는 RVE 모델링을 이용하여
수치해석을 연속체역학 레벨에서 수행하는 것이 일반적이
다. RVE 모델링 기법은 비균질(heterogeneous) 재료를 연
속체역학에 적용하기 위해서 일정 미소 부피의 평균 물성
치를 고려하는 방법이다. CNT는 단일 실린더 형태의 선형
탄성 구조로 모델링하였다. 그 이유는 인접한 MWCNT는 응
집력에 의해 상호슬립이 용이하게 발생하며 인장 하중은
대부분 튜브의 바깥표면을 통해 전달된다는 실험결과에
근거한 것이다 (Yu et al., 2000). Table 1은 CNT 의 제원
을 나타낸다. CNT 혼입량이 0.25 wt%인 RVE의 단면은 258
nm × 258 nm의 정사각형으로 CNT와 모르타르의 단위중량




은 실험결과에 근거하여 1.4×  (  )와 2.0× 

모르타르의 Young’s modulus는 일반적인 모르타르의
탄성계수가 아닌 nanoindentation 방법에서 제시된 값을
사용하므로 나노스케일에서는 비교적 정확한 모델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균열은 인장거동에서 발생하고 압축 측
할열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여 압축측은
선형으로 모델링하였다. 기존의 여러 연구에 근거하여
Fig. 2와 같은 부착모델링을 하였다.
Fig. 3는 CNT/모르타르의 보강효과를 도시화 한 것
이다. 나노 레벨 모델링의 경우 일반 모르타르 보다
CNT/모르타르가 인장강도가 17.5% 증가하였다.

Fig. 2 CNT-Cement Modeling





(  )으로 가정하였다. 또한 모르타르 모재는 인발거
동에서 경계조건의 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CNT에 비
해 10% 길게 5,500nm로 가정하였다.
Table 1. Property of CNT
Outer
diameter
20 nm

Embedded
Young's
Thickness Concentration
length
modulus
5 

0.34 nm

0.25 wt%

1 TPa
Fig. 3 Effect of strengthening CNT-cement

Fig. 1 CNT-Cement matrix RVE section

CNT로 보강된 무근 콘크리트 보의 휨거동을 분석하기
위하여 매크로 레벨 모델링을 수행하였다. 매크로 레벨의
휨 거동 모델링은 콘크리트 비선형에 대한 모델을 수행하
여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ABAQUS에서 제공하는
Concrete Damaged Plasticity를 사용하였다. Concrete
Damaged Plasticity(콘크리트 손상 소성모델)은 흐름 전위
(flow potential), 항복면(yield surface), 그리고
viscosity parameters(점도 매개 변수)를 정의할 수 있고,
이를 이용하여 콘크리트의 솔리드 요소에 적용시킨 구성
모델은 압축과 압축상태의 콘크리트의 파괴거동을 알 수
있다. Fig. 4(a)는 매크로 휨 거동 모델링의 제원이고,
Fig. 4(b)는 매크로 해석모델의 경계조건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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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치해석
본 수치해석 연구에서는 CNT의 인장강도와 나노 연속체
이론을 반영한 수치해석을 수행하였다. Table 2는 수치해
석 매개변수이다.

(a) Detail of modeling

(b) Boundary condition
Fig. 4 Finite element modeling (macro scale)
Fig. 5는 해석모델의 응력분포도를 나타낸다. Fig. 6는
휨 성능 실험체의 중앙부 하중-처짐 관계이다. 일반 모르
타르 실험체의 경우, 실험은 73 MPa, 해석은 70 MPa가 나
타났다. 최대하중에서는 오차가 발생하였으나 하중-처짐
시 유사한 거동이 발생하였다. CNT 휨 성능 보강한 실험
체의 경우, Chan and Andrawes의 실험결과는 109 MPa, 해
석모델에서는 108 MPa로 거의 동일한 강도가 발생하였으
며, 하중-처짐 관계에서도 매우 유사한 거동이 발생하였
다.

Table 2. Parametric study
Width(B)
Specimen
(mm)
Control
13.0
B-0.5-D-1.0
6.5
B-1.5-D-1.0
19.5
B-1.0-D-0.75
13.0
B-1.0-D-1.25
13.0

Height(D)
(mm)
26.0
26.0
26.0
19.5
32.5

B/D
0.5
0.25
0.75
0.67
0.4

Fig. 7는 너비의 비에 따른 최대 휨 강도를 나타내며,
Fig. 8는 폭의 비에 따른 최대 휨 강도를 나타낸 것이다.
너비와 폭의 매개변수를 수치해석 결과에서는 너비의 비
가 폭의 비에 비하여 0.5배일 때 휨 강도의 증진 효과가
높을 것으로 판단되며, 너비의 비는 휨강도의 증진 효과
가 미비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RVE 물성치를 반영한
Model은 일반 모르타르 보다 최대 휨강도가 51.1-59.6% 증
진되는 효과가 발생하였다.

(a) Mortar

Fig. 7 Maximum bending strength according to the ratio
of width
(b) CNT/mortar
Fig. 5 Stress distribution

Fig. 6 Load-mid-span deflection relationships (Chan and
Andrawes (2010))

Fig. 8 Maximum bending strength according to the ratio
of he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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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본 연구에서는 나노 콘크리트의 수치해석을 위한 모델
링 방법을 선정하고 선정된 모델링 기법을 적용한 수치해
석모델을 제안하였다. 또 기존 실험치와의 수치해석모델
을 비교분석하여 검증하였고, 다양한 매개변수를 선정하
여 휨 거동을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 RVE 물성치를 반영한 제안된 해석모델은 Chan and
Andrawes의 실험결과와 매우 유사한 것으로 분석된다.
- 너비와 폭의 매개변수를 수치해석 결과에서는 너비의
비가 폭의 비에 비하여 0.5배일 때 휨 강도의 증진 효과
가 높을 것으로 판단되며, 너비의 비는 휨강도의 증진 효
과가 미비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 RVE 물성치를 반영한 Model은 일반 모르타르 보다 최
대 휨 강도가 51.1-59.6% 증진되는 효과가 발생하였다.
- 추후 연구로는 콘크리트의 강도의 증진 효과를 고려한
건축 및 토목 구조물 크기의 유한요소해석이 연구될 필요
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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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물 회전각 정보를 이용한 구조물 변위 추정 기법 연구
Displacement Estimation using Rotation Angle on Structure
최 준 호* · 이 정 화** · 강 영 종***
Junho Choi · Jeonghwa Lee · Youngjong Kang
ABSTRACT
Displacement response of structure is valuable information for monitoring an structure integrity. However, measuring the
displacement response is difficult than other structure responses, such as acceleration, strain, and angle. So, previous
researches have focused on displacement estimation technique using measured acceleration. The displacement estimation
methods also have weakness that filtering noise of measured data is so complicate. The estimated displacement might be
diverged because of the measuring noise. Because of these reasons, this study focused on rotation angle. This study
developed a algorithm for estimating displacement and structure deformed shape using rotation angle.

Key Words: deformed shape, structural health monitoring, rotation angle, dynamic response

1. 서 론

3. 회전각 정보를 이용한 구조물 변위 추정 기법

구조물의 건전도 모니터링을 위해서 다양한 거동 응답
이 계측되고 있다. 이들 중 변위 응답 정보는 구조물의
정적·동적의 모든 응답을 계측 할 수 있고 구조물 거동
분석에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물리량이다. 하지만 가속
도나 변형률과 같은 다른 응답정보에 비해 측정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그 활용성이 떨어지고 있다. 특히, 해저자
원시추용 파이프(Riser)와 같이 길이가 매우 길고 GNSS나
레이저 변위 센서와 같은 기존의 계측 센서로 측정이 불
가능한 구조물을 모니터링해야 할 경우는 더더욱 한정적
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변위 측정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변위를 간접적으로 측정하는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계측에 제한이 있는 대상 구조물의
건전도를 모니터링을 하기위해 부착용 센서로 계측 가능
한 회전각 정보를 이용하여 구조물의 변위 추정 기법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가속도를 이중적분하게 되면 변위를 계산 할 수 있
다.(Park et al. 2004, Park et al. 2013) 하지만, 가속도
를 오랜 시간 이중적분하여 변위를 산정하게 되면 측정
잡음이 누적되어 변위가 발산하게 된다. 하지만 구조물의
경사 정보는 변위 정보와 마찬가지로 시간이 지날수록 누
적되지 않고 절대치를 측정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경사 정보는 구조물의 처짐 형상을 길이방향으로
미분한 값을 의미하기 때문에 구조물 변위를 추정하기 위
해서는 구조물의 처짐 형상을 미리 가정해야한다. 본 연
구에서는 구조물의 형상 가정을 통해 회전각정보로 구조
물의 거동 변위 계산 알고리즘을 구현하였다.

4. 해석 검증 모델

2. 구조물 건전도 모니터링 기법
구조물 건전도 모니터링 기법은 국부적기법(Local
Approach)과 전역적 기법(Global Approach)으로 구분 할
수 있다. 국부적기법은 압전형 센서, 유도파 기법등을 이
용하여 구조물의 손상을 직접 검출하는 방법으로 정밀한
손상 검출이 가능하지만 센서 설치 부위의 손상만 검출이
가능하다는 한계가 있다. 반면에 전역적 기법은 구조물의
가속도, 변위, 변형률 측정을 통해 구조물의 취약부위 예
측과 장기 거동 분석이 가능하지만 정밀한 해석 모델이
필요하고 측정 오차로 인해서 관련 기술은 답보 상태이
다. 본 연구에서는 전역적 기법 적용을 위한 구조물 변위
추정 기술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Fig. 1 Model Geometry and Notation

* 정회원․ 고려대학교 초대형구조기술연구소 연구교수, E-mail: tojunhochoi@gmail.com - 발표자
** 정회원․ 고려대학교 건축사회환경공학부 박사과정, E-mail: bbb@hankuk.com
*** 정회원․ 고려대학교 건축사회환경공학부 교수, E-mail: yjknag@korea.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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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해석 모델 정보
본 연구에서 제안한 회전각정보를 이용한 구조물 거동
변위 추정 기법 검증을 위해 해석 검증 연구를 수행하였
다. 해석 모델은 Fig. 1과 같이 수직방향으로 서 있는 켄
틸레버 보로 10개의 빔요소로 모델링하였다. 구조물의 다
양한 거동 응답을 구현하기 위해서 임의의 충격하중들을
재하하여, 총 60.1초의 동적 거동응답을 구현하였다.

10 sec

20 sec

40sec

60 sec

4.2 구조물 센싱 정보
위의 구조물 동적 응답을 측정하기 위해 10Hz로 샘플링
주기를 설정하고 Loc 1.~Loc.11의 회전정보를 입력하였
다. 또한 양 끝단(Loc.1과 Loc. 11)의 변위를 입력정보로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측정 노이즈는 고려하지 않았
다.

Fig. 3 Deformed Shapes

감사의 글

5. 해석 검증 결과
구조물 경사 정보를 이용하여 계산된 구조물 변위와 구
조물 형상은 Fig.2와 Fig.3과 같다. Fig.2 에 Loc. 3,
Loc. 5, Loc. 9, Loc. 11위치의 변위이력을 나타내었다.
변위 검토 결과 실제 변위 이력과 일치함을 확인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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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c. 3

Loc. 5

Loc. 9

Loc. 11

Fig. 2 Displacement at Measurement Points
Fig.3에는 추정된 구조물 변형 형상을 도식화 하였다.
총 60.1초 기간 중 10초, 20초, 40초, 60초의 형상을 나타
내었으며, 변형 형상 또한 실제 변형형상과 매우 일치함
을 확인하여 개발된 알고리즘의 적합성을 검증 할 수 있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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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래브교량 경량화를 위한 복합신소재 샌드위치 패널
Advanced Composite Sandwich Panels for Light Weight of Slab Bridges
한 봉 구* · 김 동 우**
Han, Bong-Koo · Kim, Dong-Woo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demonstrate to the practicing engineers, how to apply the advanced composite materials
theory to the slab bridges. For general construction material used, there is certain theoretical limit in sizes. For super slab
bridges construction, the reduction in panel weight is the first step to take in order to break such size limits. For a
typical slab bridges panel, both concrete and advanced composite sandwich panels are considered. The concrete panel is
treated as a special orthotropic plate. Advanced composite sandwich panels are considered as a self-weights less than one
tenth of that of concrete panel, with deflections less than that of the concrete panel. This conclusion gives good guide
line for design of the light weight of slab bridges.
Key Words: advanced composite materials, sandwich panel, specially orthotropic plates, slab bridges

1. 서 론

2.

오늘날까지 건설구조물은 그 당시에 사용 가능한 재료
와 응용 가능한 이론에 의해 개발되어 왔다. 역사적으로
제5의 건설재료라고 할 수 있는 복합신소재는 모든 구조
물의 설계, 건설에 사용되게 될 것이라는 것은 결코 우연
한 것이 아니며 역사적인 필연성에 의한 결과라고 말 할
수 있다.
슬래브 교량 경량화를 위한 설계 기초이론을 발전시키
고 이론의 재정비, 가격을 고려한 최적설계 및 제작방법,
설계지침서 작성, 설계자를 확신시키기 위한 실험을 실시
하여서 철근콘크리트의 10% 무게인데도 훨씬 경제적인 여
러 가지 형태의 복합신소재 샌드위치 패널에 대해 연구하
였으며 더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제작방법에 대해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복합신소재는 경량이어서 중장비가 필요
없고, 부식이 없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중·장기적으로 더
욱 경제적인 슬래브 교량의 건설이 가능해진다.
본 논문에서는  의 무게를 갖는 폼코어(form
core)를 선택하였으며 face sheet는 일반적으로 많이 사
용하고 있는  탄소섬유를 택하였다. 본 논문에서
는 복잡한 여러 가지 상세한 내용을 피하고 건설기술자들
에게 복합신소재 샌드위치 패널의 자중이 철근콘크리트
자중의 10%로 가능함을 밝히는데 본 논문의 연구 목적이
있다.

복합신소재 기본이론

2.1 복합신소재 적층판의 강성계산
일반적인 구조부재의 강성(stiffnesses)은 다음 식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1)

  
       
      

(2)

  
       
      

(3)

  
  




위의 강성 항 중에서 특별직교이방성 판의 경우는
        항이 0이 되므로 오직 휨 강성의 항인
       그리고  만이 존재하게 된다. 여기

서, 조합된 휨-연계강성  값을 찾아 보 이론에 적용하
고 적층판 이론의 강성의 값은 전체의 휨-연계 강성 값을
사용한다.
2.2 특별직교이방성 판이론에 의한 해석
등분포 수직하중과 축방향 등분포하중을 동시에 받는
특 별직교이방성 복합적층판의 평형방정식은 다음 식(4)
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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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드위치 패널에 대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논문에서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이 때 단면력과 처짐과의 관계는 다음 식(5), 식(6),
식(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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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7)을 식(4)에 대입하여 정리하면 다음 식(8)이 된다.

Fig. 1
Cross
sandwich pa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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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8)에서 유한차분법을 이용하여 처짐과 모멘트의 값
을 산출 할 수 있다.

3. 수치해석
본 논문에서 고려된 슬래브 교량 샌드위치 패널은
Fig.1과 같은 구조로 모델링하였다. 복합신소재의 인장강
도는 철근콘크리트나 강재보다 훨씬 높으므로 비교 대상
은 처짐으로 하였다. 즉, 철근콘크리트 패널과 동일하거
나 작은 처짐을 일으키는 몇 가지 유형의 샌드위치 패널
을 고려하였다. 슬래브 교량 샌드위치 패널을 철근콘크리
트 패널을 사용할 경우와 복합신소재 샌드위치 패널을 사
용할 경우에 거의 동일한 처짐을 기준으로 비교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의 무게를 갖는 폼코어(form core)
를 선택하였으며 face sheet는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탄소섬유를 택하였다.
슬래브 교량에 대한 철근콘크리트 패널과 복합신소재
샌드위치 패널을 특별직교이방성 적층판으로 모델링하여
해석하였다.
철근콘크리트 처짐을 1로 하였을 때 복합신소재 샌드위
치 패널의 처짐비가 0.992 ~ 0.9969로 거의 동일한 처짐
을 기준으로 비교하였다. 철근콘크리트 패널과 복합신소
재 샌드위치 패널의 처짐을 거의 동일하게 할 경우 복합
신소재 샌드위치 패널의 자중은 철근콘크리트 패널 자중
의 1/10.07 ~ 1/13.98 정도로 계산되었다.

4. 결 론
패널의 자중을 줄이게 되면 슬래브 교량을 장지간으로
설계하는 것은 그 만큼 손쉬워 진다. 본 논문에는 패널의
자중을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형태에 대한 복합신소재

(1) 본 논문에서 사용한 F.D.M의 신뢰성을 Navier해와
비교해 본 결과 본 논문에서 사용한 유한차분법의 정확도
를 입증 할 수 있었다.
(2) 4변 단순지지된 복합적층판의 처짐을 유한차분법에
의해 계산하였으며, Tri-diagonal 해법을 사용하여 계산
시간을 단축하였다.
(3) 슬래브 교량에 대해 철근콘크리트 패널을 사용할
경우와 복합신소재 샌드위치 패널을 사용할 경우에 대한
수치해석 결과 복합신소재 샌드위치 패널을 사용할 경우
철근콘크리트 패널의 자중을 1/10.07 ~ 1/13.98 로 줄일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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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드레일 지주 간격 및 두께 변화가 트럭 충돌에 의한 동적 거동에
미치는 영향
Influence of Different Post Spaces and Thicknesses of Crash Barriers
on the Dynamic Behaviors Due to Truck Crash
유 욱 재* · 김 규 동** · 우 영 호*** · 이 상 열****
Yoo, Wuk-Jae · Kim, Gyu-Dong · Woo, Yeong Ho · Lee, Sang-Youl
ABSTRACT
A finite element simulation study was performed to determine influences of different post spaces and thicknesses of crash
barriers on the dynamic behaviors due to truck crash. Accuracy of the simulation was verified using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comparisons. Based on in-depth examination of crash simulation recordings, energy distributions occurred in
the barrier against the car are determined. In this paper, the existing finite element crash analysis of barriers using the
LS-DYNA program is further extended to study the dynamic response of the barrier with various geometries of the
guardrail. The numerical results for various parameters are verified by comparing different models.
Key Words: truck crash, different geometries, dynamic behaviors, crash barrier

1. 서 론
도로시설물 중 가드레일은 차량이 충돌하는 경우 발
생하는 에너지를 분산시키거나 변형에 의해 소산시키는
기능을 수행한다. 또한 차량이 도로밖으로 이탈하지 않
고 선회시키는 구조물로 탑승자 측면에서의 안전도를
만족해야 한다. 이러한 조건들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실
차충돌을 통해 많은 데이터가 수집되어야 하고 설계에
반영되어야 한다 (MLIT, 2012). 하지만 1억원이상이
소요되는 실차충돌시험을 위해서는 많은 재원이 필요하
고 시행착오를 통한 전문적인 노하우가 필요하다. 이렇
게 막대한 노력과 재원을 줄이기 위해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컴퓨터를 이용한 충돌시뮬레이션을 수행하고 가
드레일의 구조성능과 탑승자의 안전도를 예측하는 것이
다. 또한, 방호울타리 구조물의 다양한 요소들에 대한
기하학적 물성을 변수 시뮬레이션을 통해 최적화한다면
경제적 단면 도출이 가능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SB4 등급 노측용 W형 가드레일 시스
템에 대하여 트럭 충돌에 의한 유한요소 모델링 및 비
선형 동적 해석을 수행하였다. 충돌 시뮬레이션을 통하
여 방호 울타리의 최대 변위를 측정하고 지주의 간격
및 두께 변화에 따른 위험도 평가를 수행하고자 한다.

2. 트럭 충돌 해석 모델
정부에서는 1980년 이후 4번에 걸쳐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을 개정하였으며 2012년 개정판은 최근 차량
의 대형화에 따른 등급을 세분화하여 경제성과 기술수준
에 맞게 충돌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하였다. 또한 지침에

*
**
***
****

서는 가드레일의 설계는 구조 계산, 컴퓨터 시뮬레이션,
실물충돌시험 등을 통하여 할 수 있으나 최종적으로 실물
충돌시험을 통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 가드레일의 강도
평가를 위한 시험 조건에서는 현재의 교통 특성상 중차량
이 점하는 비율을 높여 대형 중차량을 대상으로 시험 조
건을 부여하였다. 여기서, 중량 8,000kg의 대형차를 표준
으로 하고, 상위 등급은 14,000kg 트럭, 25,000kg 또는
36,000kg 트럭을 사용하는 것으로 하였다.

Fig. 1 Truck model
본
연구에서
사용된
대형차의
경우
미국의
NCAC(National Crash Analysis Center)가 제공하는 16톤
트럭(CME-HGV truck)모델을 사용하였으며, Fig.1은 트럭의
3차원 차량 모델을 나타내고 있다 (NCAC, 2000). 트럭의
경우 31,166개의 shell 요소와 1,550개의 solid 요소 및
62개의 beam 요소, 30개의 기타 요소로 총 32,808개의 요
소로 되어있다. 대부분의 물성치는 항복응력 610MPa, 탄
성계수 207GPa인 강재로 되어 있다. 트럭의 경우 NCAC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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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제공된 모델은 중량이 16톤이나 “차량방호 안전시설
실물충돌시험 업무편람”의 방호울타리의 강도 성능 평가
를 위한 시험을 위해 중량 8톤(SB2등급)과 상위 등급 시
험을 위한 14톤(SB4등급) 트럭으로 하중을 감소시켜 사용
한다. 유한 요소 충돌해석은 전용 프로그램인 LS-DYNA를
사용하였다 (Liu et al., 2014). LS-DYNA에서 가드레일과
차량의 충돌 해석은 Contact 옵션들을 사용하여 조건이
부여되었다. 충돌 해석에서는 충격을 받는 Master 물체와
충격을 가하는 Slave 물체로 나누어지는데 가드레일의 차
량 충돌에서는 가드레일이 Master, 차량이 Slave가 된다.
일반적 차량의 충돌 시뮬레이션에서는 Master와 Slave가
접촉될 때 노드와 경계면 사이에 침투 간섭이 발생하는데
이는 해석결과의 정확성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
다. LS-DYNA에서는 AUTOMATIC_SINGLE_SURFACE라는 옵션이
이러한 침투를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
에서는 차량과 가드레일 전 부분에 있어서 이 옵션이 사
용되었다. 한편, 차량과 가드레일의 접촉은 Master와
Slave 간의 접촉요소를 결정해 주어야 하는데 LS-DYNA에
서는 AUTOMATIC_ SURFACE_ TO_SURFACE 옵션이 사용되어 접
촉 문제를 해결한다. 이때, Master와 Slave 사이에서는
정마찰과 동마찰 계수를 결정해야 하는데 본 시뮬레이션
에서는 차량 충돌시뮬레이션에서 정마찰, 동마찰 계수가
0.1이 사용되었다. 위 두 가지 옵션이 동시에 사용될 때
차량과 가드레일의 충돌 문제는 LS-DYNA가 알아서 해결해
주기 때문에 사용자들은 추가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 없
다. 한편, 차량의 바닥을 정의하기 위해 Rigid_wall 옵션
을 사용하여 차량과 Rigid_surface의 경계조건이 부여되
었으며 바닥은 무한 평면으로 가정되었다.
Table 1. Variations of geometries
Post space

3.0m

2.0m

Post
thickness
3.8T

Guardrail
thickness
2.8T

4.0T

2.8T

4.0T

3.0T

3.8T

2.8T

4.0T

2.8T

4.0T

3.0T

Friction
coefficient

0.1

리되는 현상을 나타냈다. 또한, 하단 레일이 트럭 우측
바퀴 안쪽에서 위치되면서 되고 차량 방호 기능 완전 상
실하는 거동을 보였다.

Fig.2 Truck crash simulation

4.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가드레일 시스템의 다양한 기하학적 물
성 변화에 따른 트럭 충돌 효과를 분석하였다. SB4등급의
경우는 높은 충돌 성능이 요구되므로, 충돌로 인한 지주
변형을 지반 속에서 유도하기 위하여 본 지주에 콘크리트
또는 강재 파이프 삽입하는 방안 검토 필요할 것으로 판
단된다. 아울러 충격 흡수 성능이 높은 AFRP 계열을 복합
소재를 지주 또는 지주보강판으로 적용하는 방안도 바람
직할 것이다. 이 경우는 기존 제품과 비교한 경제성 분석
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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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치 예제 및 결과 분석
본 연구에서는 가드레일 시스템의 다양한 조건에 대하
여 트럭 충돌 해석이후 동적 거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하였다. 소요 강재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주 보강 파이
프는 내부에 삽입하지 않았으며, 강재는 SM490을 적용하
였다. Table 1은 해석 변수에 대한 설명을 나타내고 있으
며, Fig.2는 트럭 충돌 시뮬레이션을 보여준다. 해석 결
과, SB4 등급의 경우는 지주 간격이 3.0m인 경우는 충돌
시 과다한 처짐으로 해석이 종료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또한, 지주 간격이 2.0m의 경우도 지주 및 가드레일 두께
를 증가시켜면서 해석을 수행하였을 경우 지면과 접촉하
는 지주 부위에서 큰 변형을 보이며 지주가 접히면서 하
단 레일이 지면 쪽으로 끌려 내려오면서 레일과 지주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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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레이트바 코팅층 성능평가
The Assessment of Coating Layer Performance Applied on Grate Bar
조 희 근* · 조 은 경** · 최 준 영** · 박 원 규**
Cho, Hee-Keun · Cho, Eun-Kyung · Choi, Jun-Young · Park, Won-Kyu
ABSTRACT
Grate bar is a metal part being used in the sintering process in a steel company. It is exposed to severe operating
conditions such as high temperature, corrosion, wear and chemical reaction and etc. In this paper, the surface of the grate
bar is coated with high performance materials. They are Al2O3, Cr2O3, WC. These materials have enhanced grate bar’s
performances of life time, corrosion, thermal resistance, abrasion, chemical resistance and etc. These high quality
characteristics are verified through experimental tests. The results are presented and discussed.
Key Words: composite, coating, gratebar, plasma
바람이 틈새로 지나간다. 따라서 온도에 의한 열화, 크
랙, 부식 등이 심하게 발생한다.

1. 서 론
그레이트바(grate bar)는 철강공장의 소결과정 중에 사
용되는 부품으로써 철광석과 코크스가 그레이트바의 표면
에서 연소되고 고속의 바람이 지나가기 때문에 매우 가혹
한 환경에서 사용되고 있는 부품이다. 따라서 그레이트바
의 표면은 부식, 산화, 마모, 화학적 작용 등으로 크랙,
재료손실, 파괴 등의 현상이 심하게 발생한다. 따라서 이
러한 그레이트바의 수명을 연장하기 위하여 표면을 코팅
하였고 실험을 통하여 그 성능을 입증하였다.
그레이트바는 외력에 의한 충격은 아주 미미하며 상대
적으로 고온 마모와 열충격 및 산화분위기가 조성되어 있
기 때문에 금속 용사법 적용에 적합한 환경이다. 고온 내
마모성, 내열충격성, 내식성, 내열성등과 같은 기계적 성
질 향상을 위하여 세라믹 류의 Al2O3와 금속 류의 Cr2O3,
WC 등 총 세 가지의 세라믹계, 금속계 분말을 이용하여
그레이트바 상부 표면에 코팅을 적용하여 그 효과성을 확
인하였다

(a) great-bar installation

2. 그레이트바의 적용 및 시험
(b) great-bar corrosion
2.1 사용조건
그레이트바는 철광석의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한소결대
차로 사용되고 있는데, 불순물 융해과정에 의한 산화분위
기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Fig. 1의 (a)는 그레
이트바의 설치환경을 나타내며, (b)는 고온, 내마모, 산
화분위기에 노출되어 발생된 부식된 형상을 나타낸다
그레이트바는 산화분위기 노출뿐만 아니라 고온에서의
마찰에 의한 마모가 발생한다. 따라서 열차단 코팅(TBC:
thermal barrier coating)을 실시함으로써 그레이트바의
기계적 성질을 높이고, 이를 통해 수명을 향상시킨다.
그레이트바는 Fig.2에 나타낸 바와 같은 환경에서 사용
되며 약 600~700℃의 고온 환경에서 약 10~15m/s의 고속

Fig. 1 Great-bar in the field of steel manufacturing
factory.

Fig. 2 Configuration of the grate bar 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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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 -

그레이트바의 표면을 Al2O3, Cr2O3, WC의 재료로 플라즈
마 용사 코팅법을 사용하여 코팅하였으며, 이것을 절단하
여 시험 시편을 제작하였다.
2.2 마모시험
마모시험은 핀·디스크 내마모시험기(Co. Neoplus,
MPW-110)를 이용하여 시험을 진행하였다. 디스크에는 금
속 용사를 실시하였으며, 디스크를 마모시키기 위한 핀은
크롬을 표면 확산침투 시키는 크로마이징 공정을 이용하
여 내마모성을 향상시켰다. 시험은 무게 추를 이용하여
수직항력을 부여한 뒤 디스크를 회전시켜 핀과 디스크의
상대운동을 일으켜 마모를 일으켰으며, 그 때의 마모량을
측정하였다.

(a) Al2O3 specimen

(b) Cr2O3 specimen

(c) WC specimen
Fig. 4 Corrosion test results comparison between before
and after salt spray w.r.t. normal, Al2O3, Cr2O3, WC.

Fig. 3 Wear test results comparison
Fig. 3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가장 마모에 뛰어난 표면
코팅은 WC 임을 확인하였으며, 그 마모에 의한 질량 손실
량은 표면처리가 되지 않은 표면 처리 되지 않은 시편에
비하여 약 36배정도로 매우 우수하였으며, 마모 두께 또
한 약 20배정도의 우수함을 보였다. 마모 특성 시험을 통
한 기존 그레이트바의 기계적 성질 개선 가능성에 대하여
확인하였다.
2.3 부식시험
그레이트바는 철광석의 소결공정 동안 발생하게 되는
산화분위기에 의해 부식이 발생하기 쉽다. 부식이 진행된
그레이트바는 부식이 급격히 진행하기 때문에 높은 내식
성의 확보는 매우 시급하다. 그레이트바의 사용 환경은
보다 가혹한 조건인 고온 및 가스에 의한 부식 환경이다.
본 연구에서는 동일한 부식 환경을 구현하기 위한 고비용
및 기술적 한계 때문에 간접적인 방법인 염수분무시험에
의한 부식 특성을 규명하였다
Fig. 4는 염수분무시험 결과를 나타내는데, 표면처리
되지 않은 시험편의 경우 전 표면에 걸쳐 녹이 발생하였
다. 표면 처리 되지 않은 시험편이 아주 심하게 녹슬었던
환경에서 Al2O3시험편은 표면 코팅되지 않은 순수 시험편
(normal specimen)에 비하여 매우 미소한 표면 녹이 발생
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Cr2O3, WC 용사 시편도 역시 표면
탈색을 동반한 녹이 발생하였으나 그 정도는 순수 시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매우 양호 하였다.

3. 결론
그레이트바의 수명향상을 위한 표면 코팅 층의 후보군
으로 제시된 Al2O3, Cr2O3, WC 모두 우수한 특성을 나타내
었다. 내부식에서는 Al2O3가 가장 우수하였고, WC 코팅이
내마모에 가장 좋은 특성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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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우레탄스프링의 거동 예측을 위한 간략모델 개발
Development of an Simplified Model for a Polyurethane Spring
유 용* · 이 민 재** · 백 준 호*** · 최 상 현****
Yoo, Yong · Lee, Minjae · Baek, Joonho · Choi, Sanghyun
ABSTRACT
The polyurethane spring, which provides the restoring force for a sliding bridge bearing, governs the overall behavior of
the bearing. An analytical model, therefore, which reflects actual geometrical shape and can be utilized easily in
engineering practice, is needed to be developed. In this paper, a simplified model for analyzing the polyurethane spring
utilized in the sliding bridge bearing is presented. The model is developed for a cylindrical tube based on Gent’s model,
and can be utilized for various height-diameter ratios. The accuracy of the proposed model are compared to existing
models via experimental data as well as numerical analysis results. The comparison result shows that the proposed model
can be used in estimating mechanical behavior of the cylindrical tube shaped polyurethane spring.
Key Words: polyurethane spring, disk bearing, simplified model, seismic design

1. 서 론
스프링 복원형 디스크받침은 강성변화에 따른 상부변위
응답이 선형적이지 않으며 다양한 인자들에 의해 결정되
므로 상관함수를 명확히 밝히기 어려워 해석이 용이하지
않은 단점이 있다. 이러한 디스크받침의 거동은 에너지를
저장하고 복원력을 제공하는 폴리우레탄스프링의 특성에
의해 지배되나, 다양한 형상에 따른 거동 변화를 간략하
게 해석할 수 있는 기법의 개발은 미진한 상황이다. 이
연구에서는 폴리우레탄 스프링의 형상의존성 및 내공의
존재를 고려하여 폴리우레탄 스프링의 거동을 보다 정확
히 해석할 수 있는 간략 해석모델을 개발하였다. 개발된
간략모델의 적용성은 다양한 형상비에 대하여 수행된 실
험 결과와 이를 기반으로 수행한 유한요소해석 결과를 이
용하여 검토하였으며, Gent(1959), Yeoh(1985) 등 기존의
해석모델과 상호 비교를 통하여 정확도를 검증하였다.

스프링의 강성은 간략식 또는 해석식에 의존하거나 반복
적인 실험에 의해 최적에 가까운 값을 유추하여 사용하고
있다. 또한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스프링복원형 디스크
받침의 동적 거동 시험 결과를 보면 설계에서 예상되는
거동과 실제 발생하는 거동은 오차가 발생함을 확인할 수
있다(이유인 등, 2015).
2.2 기존 간략해석 모델
현재까지 폴리우레탄 스프링의 강성을 간략하게 산정하
기 위하여 개발된 주요 모델로는 Gant(1959), Yeoh
(1985), Ling(1995) 등이 있다(Havinga et al., 1999).
Gant(1959)는 평평한 판에 고정된 고무 실린더의 압축
탄성계수,  ,를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1)

2. 기존 모델 고찰
여기서,  는 폴리우레탄 고유의 탄성계수, 와 는
2.1 폴리우레탄의 특성
폴리우레탄 스프링은 강재스프링과 달리 환경적 요소에
영향을 크게 받지 않고 강성이 강하여 교량받침에 적합한
장점이 있으나(박형기 등, 2011), 점탄성 물질로 변형속
도와 변형률에 따라 탄성계수가 변하는 비선형성을 가지
며, 동일한 배합성분과 함량조건으로 제품제작을 하여도
형상비에 따라서 제품의 물성치가 상이한 형상의존성이
있어 실험 결과를 이용한 초탄성해석도 효용성이 높지 않
다(강태우 등, 2009). 이러한 이유로 설계 시 폴리우레탄

각각 실린더의 반지름과 높이이다.
내공이 없는 고무 실린더의 압축탄성계수에
Yeoh(1985) 모델은 다음과 같다.


  

 

     

 

대한

(2)

Ling(1995)은 내공이 있는 실린더형 고무 블록의 압축
탄성계수를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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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여기서,  과  는 강성계수,  와  은 고무블럭의
변형에 따른 반지름의 변화를 나타내는 계수, 는 실린더
의 내경과 외경의 비율,  는 형상비를 나타낸다.

3. 내공을 가진 고무실린더에 대한 제안 모델
스프링 복원형 디스크받침에 적용되는 폴리우레탄 스프
링의 압축탄성계수는 내공이 있으므로 Gant(1959), Yeoh
(1985) 모델을 적용하기 어려우며, Ling(1995)의 모델은
복잡하여 적용이 쉽지않은 단점이 있다. 이 연구에서는
Gent의 모델을 기반으로 Fig. 1과 같은 내공이 있는 실린
더형 고무 블록에 대한 간략모델을 다음과 같이 개발하였
다.







   
     





(4)

5. 결론
이 연구에서는 스프링 복원형 디스크받침에 사용되는
폴리우레탄 스프링에 대한 간략해석모델을 개발하고 실험
및 수치해석결과를 이용하여 정확성을 검토하였다.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기존 간략모델은 내공비가 커질수록 오차가 증가하나
개발된 모델은 오차 변화가 매우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형상비가 커질수록 개발된 모델이 보다 정확한 결과
를 예측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험결과와의 비교
결과 개발된 모델은 비선형성이 높지 않은 0.3 이하의 변
형률까지 비교적 정확한 결과를 산정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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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크 전단형 고력볼트 축력 검사 기법 개발(1)
Develope a Method to Inspect the Tension of
Torque-Shear High Strength Bolts (1)
나 환 선* · 정 훈**
Nah, Hwan-Seon · Jung, Hoon
ABSTRACT
The clamping of torque shear high strength bolt is induced when the pin-tail is broken. However the tension forces
induced shank of the bolt do not be known by now. This study focused to develop a quantitative method to identify the
induced tension by analyzing the electric energy of which electric torque wrench was applied to high strength bolt at the
break of pin tail. Based on this co-relation between tension and accumulated current, the regressive analysis was derived.
The error rate between tension and accumulated current was 2.24%.
Key words : bolt, tension, current, wrench, regression

1. 서 론
강구조물의 볼트접합에서 마찰접합용 토크전단형 고력
볼트의 경우 한국표준규격(KS B2819)에 따르면 정상온도
조건과 비정상온도조건에 따라 축력의 범위를 별도로 규
정하고 있다. 이 기술적 배경은 토크전단형 고력볼트가
적정토크에 도달하여 핀테일이 파단되어도 축력과 토크,
토크계수의 상관관계 때문에 적정 인장력이 도입되지 못
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고력볼트의 핀테일이 파단에
의한 체결력 도입여부는 공장출하상태 조건의 고력볼트일
경우에만 유효한 것이며 온도, 습도, 먼지 등 외부환경에
의해 고력볼트 몸체와 나사부의 표면조건이 변동이 되었
을 경우에는 시방서에서 요구하는 적정 인장력이 도입되
지 못하고, 과소 또는 과대 체결되는 경우가 많다. 국내
에서 고력볼트의 체결 인장력, 체결 토크를 예측하는 기
법에 관한 연구결과를 몇 차례 발표한 사례가 있었다. 그
러나 그 기법은 수학적인 회귀분석 수식만을 제공하고 있
어서 실제 현장에서 적용하기는 어려웠다. 따라서 본 연
구는 고력볼트를 체결할 때 위와 같은 불확정성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체결축력이 어느정도 되는지를 정량적으
로 확인하기 위한 다양한 실험과, 알고리즘, 관련 기법이
어느정도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를 판별하였다. 후
속적으로 관련 알고리즘이 내장된 기기 시제품 개발을 시
도하고 실제 건설현장에서 품질검사용으로 적용될 수 있
도록 휴대용 축력검사 기기 개발을 목적으로 수행하였
다.

분석 결과를 측정기기에 내장하여 축력을 예측하는 방법
을 제안하였다. 일반적인 전동렌치의 경우, 최초 전원을
켠 상태에서 기동전류가 발생한 이후 전동 토크렌치가 동
작하면서 시간경과에 따라 하중이 도입될 때 고력볼트에
적용되는 전류량 곡선은 Fig. 1과 같다.

Fig.1 Current distribution of electric wrench
최초 기동전류의 피크 이후 최소 전류량, 최소 전력량,
최대 전류량, 최대 전력량을 결정하고, Fig.2와 같이 누
적전류량, 누적전력량을 산출하도록 엑셀프로그램 구성하
였다. 실험과정에 계측된 모든 데이터는 엑셀프로그램에
저장하였으며, 축력 검사기기에서는 디지탈 화면으로 최
소 전류량, 최대 전류량, 그리고 인장력을 볼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2. 전동식 토크렌치를 이용한 축력 예측
토크쉬어용 고력볼트의 체결은 전용 전동렌치를 이용
하여 체결한다. 핀테일이 몸체에서 전단으로 파단될 때까
지의 전기에너지가 곧 고력볼트의 도입축력에 영향을 미
친다. 따라서 핀테일이 파단될 때까지의 누적전기에너지
량을 축력계에서 계측된 하중과 비교하여 회기분석하고

Fig.2 Range of Accumulated current

* 정회원․ 한국전력공사 전력연구원, 책임연구원, 공학박사, E-mail: hsnah@kepco.co.kr - 발표자
** 정회원․ 한국전력공사 전력연구원, 책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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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험 계획 및 분석
3.1 실험계획
축력과 누적전기에너지량을 비교하기 위해 적용된 기
기는 유압식 아나로그 축력계(Skidmore MS-102), 전동토크
렌치(TONE GH-242HRZ)를 사용하였다. 실험에 적용된 고력
볼트는 볼트직경 20mm, 길이는 75~100mm인 S10T M20×75을
주로 사용하였고 대상 고력볼트는 3종류이었다. 실험시기
는 1차, 2차로 나뉘어 수행되었고 시차는 6개월이었다.
체결축력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실험변수는 Table 1과
같다.
Table 1.

다. 따라서 이 실험에서는 누적전류량과 축력을 비교한
결과를 적용하였다.

Specimen Identification

볼트 종류

항 목

실험변수

TS고력볼트
HK-10
(H사제품)
DW_IM_1
TS고력볼트
DW_IM_24NA
(D사제품)
DW_IM_24

표면온도 10℃
침수 1초
침수24시간,염화칼슘
침수 24시간

DW_NON
TS다크로
고력볼트
(H사제품)

윤활유제거

HKD-20
HKD-IM_1

표면온도 20℃
침수 1초

HKD-IM_24NA 침수24시간,염화칼슘
소

계

갯수

Fig. 4 Tension and electric power

30

최소전류량 평균은 324 A, 최대전류량 평균은 464 A로
분석되었으며 이때 측정된 전류량데이터는 평균 292개로
종료시점까지 5초 미만이었다. 이 계측데이터를 누적하여
누적전류량을 얻었으며 이때의 실험변수별 결과는 Table
2와 같다. 각 변수별 오차범위는 0.04~7.43%이며 전체 실
험결과 실제축력과의 오차평균은 2.24%로 분석되었다.

5
10
10
10
10
5
5

Table 2. Specimen Identification

85

실험변수

3.2 결과분석
축력의 측정은 아나로그 축력계에서 얻은 값이며, 평
균 누적전류량은 이 연구를 통해 구성한 엑셀 메크로 프
로그램과 검사기기에서 얻은 값이며, 회귀분석축력은 실
험결과를 반영하여 얻은 값이다. 축력대비 누적전류량을
회귀분석한 결과는 수식(1)과 같고 관련 그래프는 Fig.3
과 같다.
T = 0.0054*A.C + 64.005
(1)
(T : 인장력(kN), A.C: 누적전류량(A))

HK-10
DW_IM_1
DW_IM_24NA
DW_IM_24
DW_NON
HKD-20
HKD-IM_1
HKD-IM_24NA

측정
누적
회귀분석반영
축력평균 전류량평균 축력평균
(kN)
(A)
(kN)
183.2
20,974
180.2
21,648
187.8
22,911
164.1
20,161
179.3
21,484
160.1
19,862
176.2
20,930
160.4
18,159
소 계

177.2
180.9
187.7
172.8
180.0
171.2
177.0
162.0

오차
평균
3.28%
0.39%
0.04%
5.35%
0.40%
7.43%
0.47%
1.04%
2.24%

4. 결론
토크전단형 고력볼트에 도입된 인장력 검사기기 개발
을 위해 다양한 고력볼트 축력에 대한 실험을 수행하였고
그 실험결과를 분석하여 수학적인 모델로 정량화하였다.
전동토크렌치를 이용하여 고력볼트의 핀테일이 파단될
때까지의 전기에너지를 도입된 누적전류량과 축력계에서
계측된 인장력과 비교한 회귀분석식은 평균오차율이 2%에
이를만큼 신뢰성이 높다. 향후 이와 같은 알고리즘을 내
장한 축력검사기기를 상품화하면 건설현장의 품질관리에
엄청난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Fig. 3 Tension and current
축력대비 누적전력량을 회귀분석한 결과는 수식(2)와
같고 관련 그래프는 Fig. 4와 같다.
T = 0.000002*A.P + 64.164
(2)
(T : 인장력(kN), A.C: 누적전력량(kWh))
실험결과를 비교할 때, 누적전류량의 평균 오차는
2.24% 이며, 누적전력량의 평균 오차는 12.59%를 나타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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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토크렌치를 이용한 고력볼트 축력 검사 기법 개발(2)
Develope a Method to Inspect the Tension of
Torque-Shear High Strength Bolts Using Electric Torque Wrench (2)
나 환 선* · 정 훈**
Nah, Hwan-Seon · Jung, Hoon
ABSTRACT
The clamping of torque shear high strength bolt is induced when the pin-tail is broken. However the tension forces
induced shank of the bolt do not be known by now. This study focused to develop a quantitative method to identify the
induced tension by analyzing the electric energy of which electric torque wrench (rpm 20) was applied to high strength
bolt at the break of pin tail. Based on this co-relation between tension and accumulated current, the regressive analysis
was derived. The error rate between tension and accumulated current was 5.06%.
Key words : bolt, tension, current, wrench, rpm

1. 서 론
강구조물의 볼트접합에서 마찰접합용 토크전단형 고력
볼트의 경우 핀테일이 파단되면 적정한 체결력에 도달한
것으로 판단한다. 그러나 토크전단형 고력볼트의 체결방
식은 결국 토크관리법에 따라 체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토
크가 일정하더라도 토크계수의 변동에 따라 축력이 다르
게 볼트에 도입된다. 따라서 고력볼트의 핀테일이 파단에
의한 체결력 도입여부는 공장출하상태 조건의 고력볼트일
경우에만 유효한 것이며 온도, 습도, 먼지 등 외부환경에
의해 고력볼트 몸체와 나사부의 표면조건이 변동이 되었
을 경우에는 시방서에서 요구하는 적정 인장력이 도입되
지 못하고, 과소 또는 과대 체결되는 경우가 많다. 국내
에서 고력볼트의 체결 인장력, 체결 토크를 예측하는 기
법에 관한 연구결과를 몇 차례 발표한 사례가 있었다. 그
러나 그 기법은 수학적인 회귀분석 수식만을 제공하고 있
어서 실제 현장에서 적용하기는 어려웠다. 따라서 본 연
구는 고력볼트를 체결할 때 위와 같은 불확정성이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체결축력이 어느정도 되는지를 정량적으
로 확인하기 위한 다양한 실험과, 알고리즘, 관련 기법이
어느정도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지를 판별하였다. 후
속적으로 관련 알고리즘이 내장된 기기 시제품 개발을 시
도하고 실제 건설현장에서 품질검사용으로 적용될 수 있
도록 휴대용 축력검사 기기 개발을 목적으로 수행하였
다. 또한, 전동토크렌치의 사양에 따라 인장력과 축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판별하기 위해 선행연구에서 수
행했던 전동기기와 다른 기기를 적용하여 축력검사기기의
신뢰성과 현장 적용성을 확인하기 위해 본 실험연구가 추
가로 수행되었다.

2. 전동 기기 종류별 전류량
토크쉬어용 고력볼트의 체결은 전용 전동렌치를 이용
하여 체결한다. 핀테일이 몸체에서 전단으로 파단될 때까
지의 전기에너지가 곧 고력볼트의 도입축력에 영향을 미

친다. 따라서 핀테일이 파단될 때까지의 누적전기에너지
량을 축력계에서 계측된 하중과 비교하여 회기분석하고
분석 결과를 측정기기에 내장하여 축력을 예측하는 방법
을 제안하고자 한다. 그러나 rpm 9인 전동토크렌치의 경
우, 최초 전원을 켠 상태에서 기동전류가 발생한 이후 전
동 토크렌치가 동작하면서 시간경과에 따라 하중이 도입
될 때 고력볼트에 적용되는 전류량 곡선은 Fig. 1과 같
이 8초까지 계측되지만 rpm 20인 전동렌치인 경우, 체결
속도가 빠르고 최소 전류량, 최대 전류량이 Fig. 1의 파
란색과 같이 3초정도에서 체결이 완료된다. 또한 기동전
류의 크기, 기동전류 이후 최소 전류값, 최대전류값의 크
기가 각각 다르다.

Fig.203 Comparison of electric torque wrench
최초 기동전류의 피크 이후 최소 전류량, 최소 전력량,
최대 전류량, 최대 전력량을 결정하고, Fig.2와 같이 누
적전류량, 누적전력량을 산출하도록 엑셀프로그램 구성하
였다. 실험과정에 계측된 모든 데이터는 엑셀프로그램에
저장하였으며, 축력 검사기기에서는 디지탈 화면으로 최
소 전류량, 최대 전류량, 그리고 인장력을 볼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 정회원․ 한국전력공사 전력연구원, 책임연구원, 공학박사, E-mail: hsnah@kepco.co.kr - 발표자
** 정회원․ 한국전력공사 전력연구원, 책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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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험 계획 및 분석
3.1 실험계획
축력과 누적전기에너지량을 비교하기 위해 적용된 기
기는 유압식 아나로그 축력계(Skidmore MS-102), 전동토크
렌치(TSW90L, LOCK rpm 20)를 사용하였다. 실험에 적용된
고력볼트는 볼트직경 20mm, 길이는 75~100mm인 S10T M20을
주로 사용하였고 대상 고력볼트는 3종류이었다. 체결축력
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실험변수는 Table 1과 같다.
Table 1.

Specimen Identification

볼트 종류

식별번호

TS고력볼트
(H사제품)
TS고력볼트
(D사제품)
TS다크로
고력볼트

실험변수 내용

갯수

HK-T45

표면온도 45℃

10

DW-T20
DW-T43
HK-D-W24

표면온도 20℃
표면온도 43℃
침수 24시간

10
10
10

HK-D-T37
소

표면온도 37℃

10

계

50

3.2 결과분석
축력의 측정은 아나로그 축력계에서 얻은 값이며, 평균
누적전류량은 이 연구를 통해 구성한 엑셀 메크로 프로그
램과 검사기기에서 얻은 값이며, 회귀분석축력은 실험결
과를 반영하여 얻은 값이다. 축력대비 누적전류량을 회귀
분석한 결과는 수식(1)과 같고 관련 그래프는 Fig.3과 같
다. 이때의 결정계수(R2)은 0.60 이었다.

온도변수 50℃ 조건에서 축력계에서 측정된 축력 중 2
개의 데이터가 156, 157kN으로 계측되었다. 나머지 데이
터는 179~220 kN에 분포하고 있었다. 온도변수 50℃ 조건
의 경우 항온항습기에서 꺼낸 이후 시간경과에 따라 실제
체결직전의 볼트 표면온도의 편차가 너무 크게 발생하여
표면온도로 변수를 수정하였다. 실제 표면온도는 D사 볼
트는 43℃ , H사 볼트는 45℃, 다크로볼트의 경우는 37℃
로 계측되었다. 43℃조건의 시험체의 축력 평균이 가장
큰 205 kN로 나타났고, 침수 24시간 조건의 시험체 축력
평균이 가장 작은 165kN 으로 나타났다.
실내 상온조건과 유사했던 표면온도 20℃ 조건에서는
축력계에서 측정된 축력데이터의 범위가 185~202 kN으로
안정적으로 나타났다.
최소전류량 평균은 451 A, 최대전류량 평균은 736 A로
분석되었으며 최대 전류량이 측정된 전류량데이터는 평균
166개로 핀테일이 파단되는 시점까지 3초 미만이었다.
이 계측데이터를 누적하여 누적전류량을 얻었으며 이
때의 실험변수별 결과는 Table 2와 같다. 각 실험변수별
평균 오차율의 범위는 2.58%~7.56%로 분석되었다.
Table 2. Specimen Identification
시험체
식별번호
HK-T45
DW-T20
DW-T43
HK-D-W24
HK-D-T37

T = 0.0057.C + 90.184
(1)
(T : 인장력(kN), A.C: 누적전류량(A))

측정
누적
회귀분석반영
축력평균 전류량평균 축력평균
(kN)
(A)
(kN)
185.8
17,541
188.6
16,172
205.4
19,191
165.0
14,263
172.4
15,325
소 계

190.1
182.3
199.5
171.4
177.5

오차
평균
2.58%
5.27%
7.56%
5.65%
3.26%
5.06%

4. 결론
토크전단형 고력볼트에 도입된 인장력 검사기기 개발
을 위해 전동 토크렌치 종류에 따라 어떤 경향을 보이는
지 확인할 목적으로 이 실험이 추가되었다. 다양한 고력
볼트 축력에 대한 실험을 5종류로 구분하여 수행하고 그
실험결과를 분석하였다. RPM 20인 전동토크렌치를 이용
한 고력볼트의 핀테일이 파단될때까지의 전기에너지를 도
입된 누적전류량과 축력계에서 계측된 인장력과 비교한
회귀분석식은 평균오차율이 5%에 이르렀다. 각 전기플러
그마다 전압의 차이가 발생하고, 전동렌치 종류에 따라
RPM이 크게 달라서 체결속도와 최대전류량의 차이는 컸지
만 누적전류량과 회귀분석 결과는 상당히 신뢰도가 높았
다.

Tension vs accumulated current
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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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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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04 Tension and current
RPM 20인 전동토크렌치를 이용한 누적전류량과 축력의
평균 오차는 5.06% 였다. 이 오차는 RPM 9로 체결속도가
전혀 다른 전동토크렌치에서 얻은 회귀분석결과의 오차와
거의 동일한 수준이다.

Nah HS, Lee HJ, Kim KS, Kim JH, Kim WB, Method
for Estimating the Clamping Force of Hgh Strength
Bolts Subjected to Temperature Variation, IJOSS,
9(2), 20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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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단면리브 보강 쉘구조의 좌굴거동 고유치 해석
Eigenvalue Analysis of Buckling of Structural Shell Longitudinally
Stiffened by Closed-section Ribs
최 병 호* · Arriane Nicole P. Andico** · 김 정 원***
Choi, Byung-Ho · Arriane Nicole P. Andico · Kim, Jung-Won
ABSTRACT
This study is about the basic design technology to radically increase the structural stability of structural shell or tube,
which are utilized in a variety of large structures like aircrafts, plant, bridges and buildings. Recent studies have revealed
that the plates stiffened by closed-sections ribs can be designed to have greater strength as well as the reduction of used
number of stiffeners. Then, the analytical models were selected based on the huge steel tube design and the finite
element modeling has been conducted using the ABAQUS. Through this study, the elastic buckling strengths are
compared with the flat plate buckling stress and the improved effect in the local buckling strength due to the
closed-section ribs are numerically verified.
Key Words: closed section rib, buckling strength, stiffened plate, finite element analysis

1. 서 론
평판에 폐단면리브를 종방향보강재로써 적용했을 때 동
일한 유효폭-두께비를 갖는 판 부재에 비해 국부판좌굴강
도가 상당히 향상되는 특성을 확인하고 그 원인과 효과가
정량적으로 규명된 바 있다(복합신소재학회, ASCE 논문
등 참고문헌에 포함). 본 논문에서는 등방성 재료를 갖는
곡판의 좌굴강도에 대한 폐단면리브의 효과를 조사해보고
자 수치해석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곡판의 곡률반경에 따
른 변수해석 모델을 선정하고 유한요소해석을 통해 고유
치와 좌굴모드를 검토하였으며, 이를 통해 곡판의 좌굴강
도와 상관관계를 갖는 설계영향인자를 확인하였다. 등방
성 재료를 적용한 본 해석적 연구방법은 복합적층 소재를
적용한 곡판의 연구에도 응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
며, 이에 관해서는 유사한 방식으로 하되 복합적층 재료
의 특성을 고려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
다.

를 이용하여 각 주요해석 파라미터에 따른 변수 해석 연
구를 통해 폐단면 리브의 단면특성에 따른 좌굴강도 및
좌굴모드에 관한 해석결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Fig. 1 Stiffened curved panel model

2. 이론적 배경
풍력타워 등 해양에너지 시설물의 대용량화에 따라 확
대되고 있는 대형 강관구조의 소요 직경을 조사하여 단면
을 상정하였다. 여기서 폐단면리브로 보강된 대형 강관은
구조적으로 다수 개의 보강된 곡면판으로써 구성될 수 있
다. 이 때 보강 강관의 성능은 각 곡면판의 내하성능을
대수적으로 합한 것과 같다. 본 논문에서는 강관 단면의
분할 방식에 따라 Fig.1과 같은 곡면판 모형으로 접근하
였다. Fig.2과 같이 폐단면 리브의 종방향으로 보강된 판
구조의 국부좌굴 거동은 리브 웨브 간의 순간격(Ws)에 의
한 4변 단순지지 평판으로 단순하게 묘사될 수 있다. 이

Fig. 2 Sectional view of the stiffened shell

* 정회원․ 한밭대학교 건설환경공학과 부교수, E-mail: bhchoi@hanbat.ac.kr
** 학생회원․ 한밭대학교 건설환경공학과 석사과정, E-mail: arrianeandico@hanbat.ac.kr
*** 학생회원․ 한밭대학교 건설환경공학과 석사, E-mail: mi071448@hanbat.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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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해석결과

 

    
  

   

 


도로교설계기준(2010)등에 제시된 양연 단순지지된 평
판의 기준강도는 식 (1)과 같이 단순지지 조건을 가정해
서 정해진다. 여기서, k는 판좌굴계수, E는 재료의 탄성
계수, tp는 보강된 판의 두께, 는 포와송비를 의미한다.

3. 유한요소모델링
본 논문에서 유한요소해석은 앞서 설명된 바와 같이 곡
면판을 대상으로 모델링을 수행하였다. Table 1에 제시된
제원을 기준하되 곡률반경(R)의 변화에 따른 고유치 해석
모델을 구현하였다. 이때 곡률반경(R)은 5∼9m의 범위에
서 1m 간격으로 정하였고, 비교 평가를 위해 평판(R=∞)
모델에 대한 해석도 수행하였다. 전체의 좌굴거동과 유사
하도록 연속성과 대칭성을 유지하기 위해 좌우 끝단에 U
리브의 반단면이 설치되고 원통형 좌표계를 사용하여
Fig. 3과 같은 경계조건을 적용하였다. 하중은 양단에 판
부재와 보강재 단면에 균일한 축방향 압축을 재하 하였
다.
Table 1. Dimension and Properties of Closed-section
panel
tu
wR
tp
wS (mm) wS/tp

(mm)
(mm)
(mm)
7

7

250

35.7

162



9

9

250

27.8

162



Fig. 4 Plate local buckling mode(PB) of curved panel
with closed-section ribs (R=2.5m)
Table 2. Curved Panel Analysis Result
R
tp
Fcr
tu
Mode
(mm)
(mm)
(mm)
(MPa)
2500
7
7
963.61
PB
3000
7
7
891.97
PB
3500
7
7
881.42
PB
4000
7
7
876.19
PB
5000
7
7
869.43
PB
∞
7
7
826.90
PB
2500
9
9
1449.5
PB
3000
9
9
1432.7
PB
3500
9
9
1421.5
PB
4000
9
9
1416.9
PB
5000
9
9
1408.5
PB
∞
9
9
1349.1
PB

Diff
(%)
17%
8%
7%
6%
5%
7%
6%
5%
5%
4%
-

Table 2에 나타낸 해석결과는 곡률반경에 따른 폐단면
리브로 보강된 곡판의 좌굴강도를 살펴보기 위해 고유치
해석으로부터 산출되었다. Fig.4에 보이는 바와 같이 국
부좌굴모드의 양상을 띤 결과들을 대상으로 검토하였다.
U리브 두께와 판 두께가 동일할 때, 곡판의 곡률반경이
커질수록 좌굴강도가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 평판 보다
는 곡판의 강도가 판 두께 7mm 일 때 5∼17%, 판 두께 9mm
일 때 4∼7% 범위에서 향상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평
판의 기준강도 식 (1)과 비교했을 때, 44%∼57%차이로 식
(1)보다 해석좌굴강도(Fcr)가 더 높게 나타났다.

5. 결론

Fig. 3 Finite element mesh and boundary condition

본 논문에서는 폐단면 곡판에 대한 3차원 유한요소해석
을 변수 해석적으로 수행하여 직경에 따른 좌굴강도의 변
화를 살펴보았다. 변수 해석적 연구를 통해 곡판의 곡률
반경이 작을수록 면내 압축에 대한 좌굴강도가 증가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단순지지된 평판의 기준강도식과 비
교했을 때 평판에서와 같이 곡판에서도 국부좌굴강도가
향상되는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향후 다양한 변수해석과 실험적 검증을 통해
이러한 강도효과를 응용할 수 있는 체계적인 정립이 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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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진다면, 폐단면리브를 적용한 보다 최적화된 단면 설계
방안이 제시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이러한
특성은 등방성 재료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복합적층 재료
를 적용한 구조에서도 실현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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