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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 사 일 정 >>>
(10:30 ~ 20:30)

10:30~11:00 [등

록]

11:00~11:30 [특별강연] 이원철(삼보기술단)
: 플로팅 교량의 현황과 미래전망
11:30~12:50 [중

식]

12:50~13:20 [특별강연] 임청권(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 기술인증관련 제도 소개
13:20~13:25 [개회사]
13:25~13:30 [인사말씀/축사] 윤태국(한국토질 및 기초기술사회)
13:30~14:00 [이사회]
[홍

보] 김기욱(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 국토교통R&D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

14:00~14:10 [휴

식] Coffee Break

14:10~15:50 [논문발표Ⅰ]
15:50~16:00 [휴

식]

16:00~17:40 [논문발표Ⅱ]
17:40~17:50 [우수논문상 및 감사패 수여]
17:50~18:00 [폐회식]
18:00~19:00 [휴

식]

19:00~20:30 [만찬 및 경품 추첨]

>>> 학술 발표 논문>>>
복합구조 및 구조해석
좌 장 : 주 부 석(경희대 교수)
최 원 창(가천대 교수)
1. 14:10 ~ 14:22 내화도료두께에 따른 허용 및 한계온도 고찰 ·········································································· 9
*김선희⋅염경수⋅최성모
2. 14:22 ~ 14:34 펄트루젼 섬유보강복합재 판의 근사적 좌굴해석 ·································································· 12
*유종호⋅김선희⋅이재호⋅서재훈⋅윤순종
3. 14:34 ~ 14:46 대구경 하수관로 및 하수암거의 상태평가를 위한 육안조사 장비 개발 ··························· 14
*박신전⋅지기환⋅유성원
4. 14:46 ~ 14:58 건축물 정밀안전진단 보고서 사례분석에 따른 기법 개선에 관한 연구 ··························· 18
*조우래⋅윤명호
5. 14:58 ~ 15:10 국내 방음벽의 유한요소 해석을 통한 안전성 평가 ······························································ 23
*김성도⋅Sim ViriyaVudh⋅곽용주⋅정우영
6. 15:10 ~ 15:22 PROTECT 방폭 패널로 보강된 기둥의 충격저항성능 ························································· 26
*손성곤⋅박민재⋅주영규
7. 15:22 ~ 15:34 지진 격리된 복층 파이핑 시스템의 지진 안전성 평가 연구 ·············································· 28
*손호영⋅주부석
8. 15:34 ~ 15:46 기존 교량의 가교 접합부에 대한 피로 안정성 연구 ···························································· 30
*이규세

합성 및 복합구조분야
좌 장 : 김 진 섭(경상대 교수)
고 동 우(제주대 교수)
1. 14:10 ~ 14:22 수배전반에 적용되는 지진감지센서의 임계치 도출을 위한 해석적 연구 ························· 37
*권민호⋅김진섭⋅서현수⋅임정희⋅문종윤
2. 14:22 ~ 14:34 유체동역학해석을 통한 극심한 파랑에 대한 해중 터널의 운동특성 평가 ······················· 39
*김승준⋅원덕희
3. 14:34 ~ 14:46 GFRP-폴리머 모르타르 복합관의 관강성 추정 ····································································· 41
*이재호⋅원용석⋅김선희⋅유종호⋅윤순종
4. 14:46 ~ 14:58 부식된 고장력볼트 이음부의 잔존 내하력에 대한 실험적 연구 ········································· 43
*함준수⋅황원섭⋅수타진⋅박성준
5. 14:58 ~ 15:10 유한요소해석을 통한 내외장재 폴리머 Lattice 적층 방안 도출 ······································· 47
*김학범⋅주영규
6. 15:10 ~ 15:22 고온에 노출된 대형합성기둥의 잔존면적에 대한 수치해석 연구 ······································· 49
*민정기⋅염경수⋅최성모

건설분야 복합신소재 적용기술
좌 장 : 장 준 호(계명대 교수)
김 선 희(홍익대 박사)

1. 14:10 ~ 14:22 TRC를 이용한 RC 기둥 내진성능평가 ···················································································· 53
*장준호⋅김승직⋅김시윤⋅신상영
2. 14:22 ~ 14:34 태양광모듈 설치각도에 따른 FRP 수상 태양광발전 구조물의 구조성능평가 ·················· 55
*최진우⋅이승후⋅서수홍⋅황성태⋅주형중
3. 14:34 ~ 14:46 건설분야 복합신소재 응용기술 현황 및 전망 ········································································ 59
*지효선⋅천경식
4. 14:46 ~ 14:58 무용접 조립형 경량철골로 보강된 더블앵글가새의 압축내력 보강 ··································· 63
*황슬기⋅권윤상⋅노광근⋅김선희⋅최성모
5. 14:58 ~ 15:10 폭 1m 이상 내부보강 조립식 합성메가기둥의 중심압축실험 ············································· 66
*강지수⋅황슬기⋅박용필⋅염경수⋅최성모
6. 15:10 ~ 15:22 내부 바인딩프레임 적용된 합성메가기기둥의 편심압축 실험 ············································· 69
*강지수⋅김도범⋅류재용⋅김선희⋅최성모

풍력타워
좌 장 : 박 종 섭(상명대 교수)
최 병 호(한밭대 교수)

1. 16:00 ~ 16:12 BIM 적용을 위한 안전진단 및 유지관리 절차 표준화 연구 ············································· 73
*권영웅⋅김평화⋅한휘석⋅한상윤⋅강영종
2. 16:12 ~ 16:24 수직 하중을 받는 10MW급 원통형 풍력발전타워의 개구부 폭과 보강재의
두께 변화에 따른 극한강도 고찰 ····························································································· 77
*조성준⋅김성찬⋅강성용⋅박종섭
3. 16:24 ~ 16:36 장기계측에 의한 2MW급 풍력발전 타워구조물의 동특성 평가 ········································· 79
*김원술⋅이진학⋅이충기⋅김석현
4. 16:36 ~ 16:48 해상 풍력 발전 타워 기초 파일-슬리브 그라우트 연결부 파괴모드에 관한 고찰 ········· 81
*강성용⋅이정화⋅강영종⋅한상윤
5. 16:48 ~ 17:00 풍력타워 구조물의 감쇠비에 따른 진동저감 효과 분석 ······················································ 84
*이윤우⋅김승준⋅강영종⋅한상윤
6. 17:00 ~ 17:12 기하학적 초기결함을 고려한 풍력발전타워 보강강관 좌굴강도에 따른
종방향 보강재 유효간격 분석 ··································································································· 87
*장민서⋅김종민⋅김승준⋅한상윤

UHPC
좌 장 : 한 상 윤(고려대 박사)
김 정 중(경남대 교수)
1. 16:00 ~ 16:12 페로니켈슬래그 기반 무기계 바인더를 혼합한 신규 콘크리트 강성관의
안정성 평가를 위한 해석연구 ··································································································· 93
*김수진⋅루이스⋅김회진⋅박상순⋅박종섭
2. 16:12 ~ 16:24 A Study on Elastic Lateral-Torsional Buckling Strength
of Doubly Symmetric I-Beams with Singly Stepped at Midspan
Subjected to Pure Bending ··································································································· 95
*랄프⋅임환기⋅전형우⋅박종섭
3. 16:24 ~ 16:36 초고성능 콘크리트 I형 거더의 전단강도에 프리스트레스가 미치는 영향 ························ 97
*변남주⋅이정화⋅한상윤
4. 16:36 ~ 16:48 초고성능 콘크리트 I형 거더의 휨 전단강도에 대한 해석 연구 ······································· 100
*권영웅⋅변남주⋅이정화⋅한상윤⋅강영종
5. 16:48 ~ 17:00 UHPC I형 거더의 탄성 플랜지 좌굴 특성에 대한 해석 연구 ·········································· 102
*이정화⋅변남주⋅이기세⋅한상윤⋅강영종
6. 17:00 ~ 17:12 한쪽으로 지지된 UHPC판의 비탄성 국부좌굴 특성 ··························································· 104
*이정화⋅이기세⋅권영웅⋅한상윤⋅강영종
7. 17:12 ~ 17:24 UHPC 거더의 횡비틀림 좌굴 거동 분석 ·············································································· 107
*이기세⋅이정화⋅한상윤⋅강영종

지반/철도
좌 장 : 오 정 호(한국교통대 교수)
최 상 현(한국교통대 교수)
1. 16:00 ~ 16:10 마찰받침을 이용한 철도승강장 TMD화 기술 개발 ····························································· 111
*유용⋅김민수⋅최상현
2. 16:10 ~ 16:20 HCFFT 말뚝 현장지지력 실험 ······························································································· 113
*서재훈⋅김학군⋅김선희⋅유종호⋅윤순종
3. 16:20 ~ 16:30 콘크리트 벽체에 매립된 스터드 앵커의 거동에 관한 매개변수 연구 ····························· 115
*이선기⋅김선희⋅윤현도⋅최원창
4. 16:30 ~ 16:40 전기비저항 탐사와 공압콘관입시험 간의 상관관계를 통한
지반 위험 상태 평가 연구 ······································································································· 117
*조동환⋅김민수⋅오정호
5. 16:40 ~ 16:50 침투수압이 작용된 Hanging Bag 시험에 의한 토목섬유 튜브 구조체의
압밀해석에 관한 연구 ··············································································································· 121
*김형주⋅피터 레이 디노이⋅박태웅⋅문성길⋅김형수⋅장 르

한국시설안전공단
좌 장 : 박 경 한(한국시설안전공단 박사)
1. 16:50 ~ 17:00 지반침하 보수에서의 신소재 적용에 관한 연구 ·································································· 127
*윤태국
2. 17:00 ~ 17:10 자기치유재를 이용한 지반 그라우트의 공학적 특성 및 치유물질 확인 ························· 130
*최용성⋅이재덕⋅최용기⋅김병일
3. 17:10 ~ 17:20 계면활성제계 그라우트를 활용한 흙막이 벽체의 차수성능 평가 ··································· 133
*박봉근⋅이주형
4. 17:20 ~ 17:30 트윈제트를 이용한 터널 막장면 보강기법에 관한 연구 ···················································· 137
*김재관⋅김용현⋅백재상
5. 17:30 ~ 17:40 콘크리트 도로 보수용 화학결합형 세라믹의 특성 평가 ···················································· 141
*양완희⋅황무연⋅박동철

포 스 터
POSTER – 1 FRP 하이브리드 바를 적용한 콘크리트의 부식거동 평가 ························································ 147
*서동우⋅박기태⋅유영준⋅박준석⋅정규산
POSTER – 2 FRP Hybrid Bar의 장기 성능 모니터링 검증 방법론 제시 ···················································· 151
*박기태⋅유영준⋅김병철⋅서동우⋅정규산
POSTER – 3 복합거동을 고려한 구조용 강재 용접부의 등가탄성계수 산정 ················································ 155
*김정중
POSTER – 4 직접 인장 실험에 의한 Hybrid Bar의 인장 강도 평가 ··························································· 157
*정규산⋅박준석⋅김병철⋅서동우⋅박기태
POSTER – 5 동결융해 및 자외선 영향에 따른 HYB의 부착강도 평가 ························································· 159
*김병철⋅박기태⋅유영준⋅박준석⋅정규산
POSTER – 6 부착실험에 의한 FRP Hybrid Bar의 부착성능 평가 ································································ 163
*박준석⋅박기태⋅유영준⋅김병철⋅서동우
POSTER – 7 복합신소재 원뿔형 캔틸레버보의 고유진동수에 대한 영향 ······················································ 165
*한봉구⋅김동우⋅백승남
POSTER – 8 SWCNT 시멘트 모르타르의 발열 특성 실험 ·············································································· 167
*김종원⋅송영민⋅이희영⋅정원석
POSTER - 9 용접접합된 강골조 접합부의 거동 ································································································· 171
*권민호⋅김진섭⋅임정희
POSTER –10 강골조 구조물의 보강을 위한 FRP 패널의 수치해석 ································································ 175
*권민호⋅김진섭⋅임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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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화도료두께에 따른 허용 및 한계온도 고찰
Allowable and Limits Temperature Effect with Intumescent Paint Covering
김 선 희* · 염 경 수** · 최 성 모***
Kim, Sun-Hee · Yom, Kyong-Soo · Choi Sung-Mo
ABSTRACT
Among the Fire Protection in the interior representative case are spray coat, board, Paint. Intumescent paint has been
developed that price competitiveness manufactures and Fire-resistances certificate was verified by experiment. Recent
three-hour fire resistance performance developed Intumescent paint is applied as a high-rise, and major structures designed
according to the refractory needs to be more efficient. However, domestic and outside the thermal properties of
Intumescent paint materials are not proposed. Meanwhile, Intumescent paint in fire is built char layer since the 500∼60
0℃ and middle layer is formed by the decuple intumescent char more then cover thickness at room temperature. It is
cut temperature flow off to the steel surface. Nonetheless, Bond Strength of steel and paint deprive as the intumescent
char increases. and then steel surface are exposed to flame instantaneously. In this study, intumescent char estimate
according to structural parameter(Fire resistance, cover thickness, shape ratio).
Key W ords: Allowable and limits Temperature, Intumescent paint, covering depth, Fire resistance

1. 허용 및 한계온도 경향

으며, 전반적으로 강재의 허용 및 한계시점의 온도는
500~600℃내에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강재표면에 대한 한계 및 허용온도에 대한 국내∙외 연
구동향을 조사해 보면, 강재가 갖는 허용내력은 온도 상
승에 따라 반비례 관계에 있으며 고온 시 크리프는
550~600℃ 사이에서 구조물의 변형을 초래하는 거동을 보
였다. 또한 강재의 탄성계수의 경우 600℃에서 상온대비
60~65% 수준을 보이고, 600℃이상에서는 탄성계수가 급격
하게 떨어지는 현상을 나타냈다. 결과적으로 강재가 갖는
구조적 안전성 판단기준은 평균온도 550~600℃ 수준에서
확보된다. 이러한 선행연구를 근거로 각 국가별 또는 협
회에서는 화재 시 강재가 갖는 허용 온도를 설정하여 내
화성능 평가에 활용기준으로 삼고 있다. 즉, 실험체의 한
계상태는 강재표면 온도에 의해 결정된다. 국내의 경우
한계온도(649℃)와 평균온도(538℃)에 의해 내화성능이
결정된다. 이외에 보다 구체적으로 부재 또는 실험 경계
조건(재하, 비재하, 표준가열곡선)에 따른 온도 규정사항
이 제시되고 있다. FEMA(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에서는 각 부재에 따른 임계온도를 제시하고 있는
데 기둥은 538℃(1000℉), 보와 철근은 593℃(1100℉), 그
리고 프리스트레싱 강선은 427℃(800℉)이다. 그밖에
ASTM-E 119에서는 재하상태에서 강재보의 최대 한계온도
는 704℃(1300℉)이고 허용온도는 593℃(1100℉)로 규정되
어 있다. 그리고 870℃ 상태로 직접적인 노출된 강재의
경우 재사용 여부를 필히 검토할 것은 권장하고 있다. 일
본 건축마감학회에서는 비재하 가열 실험을 기준으로 피
복된 부재 강재의 한계온도(450℃)와 허용온도(350℃)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위의 내용을 Figure 1에 정리하였

Fig. 1 Allowable temperature according to boundary
condition

2.

내화실험 개요 및 방법

실험체는 총 10개로 무피복(1,2번) 그리고 내화피복
(3~10번) 실험체로 구분된다. 각 형상(Shape(단면크기), L
(길이))과 재료 물성치(Fy(강재 항복강도), fck(콘크리트
압축강도)), 재하량(C), 내화성능시간(FR), 피복두께(IP
cover thick.), 실험 종료 후 발포두께(Forming Thick.) 등
을 Table 1에 정리 하였다. 실험체형상은 동일하고 크기를
2가지 타입으로 나뉠 수 있다. 실험체에 도포된 내화페인트
는 모두 동일한 제품으로 S사에서 개발, 2015년도 내화인증
을 받은 유기질불연재(아크릴계)를 사용하였다. 또한 실험
장비 가열로(1000ton UTM)는 동일하며, 표준화재가열곡선

* 정 회 원․ 서울시립대학교 건축공학과 연구교수, E-mail: sun@uos.ac.kr - 발표자
** 정 회 원․ (주)액트파트너, 소장, E-mail: actpartner@naver.com
*** 정 회 원․ 서울시립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E-mail: smc@uos.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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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Specimens list(Shape. Material strength and Experimental condition etc.)

No. Shape (mm)

Forming
IP cover
B/A
C thick,(mm) Thick.
(Thick.
(mm)
(kN)
ratio)
A
B

Hp
(m)

As
(m2)

Hp /A
(m-1)

V
(m3)

Hp / V
(m-10)

40

8972

NON

-

2.5

0.0242

101.65

0.111

22.24

L
(mm)

Fy
(MPa)

fck
(MPa)

FR
(min)

1

616X616X10

4500

325

42.5

2

616X616X10

4500

325

42.5

50

7476

NON

0

-

2.5

0.0242

101.65

0.111

22.24

3

616X616X10

4500

325

42.5

169

8972

1.3

22

16.9

2.5

0.0242

101.65

0.111

22.24

4

616X616X10

4500

325

42.5

180

8972

3.5

24

6.9

2.5

0.0242

101.65

0.111

22.24

5

400x400x6

3000

325

50

112

-

2.0

26

13.0

1.6

0.0095

169.20

0.028

56.40

6

400x400x6

3000

325

50

120

-

2.0

25

12.5

1.6

0.0095

169.20

0.028

56.40

7

400x400x6

3000

325

50

120

259.0

2.0

30

15.0

1.6

0.0095

169.20

0.028

56.40

8

400x400x6

3000

325

50

180

-

3.8

35

9.2

1.6

0.0095

169.20

0.028

56.40

9

400x400x6

3000

325

50

180

-

3.8

25

6.6

1.6

0.0095

169.20

0.028

56.40

10

400x400x6

3000

325

50

180

194.8

3.8

30

7.9

1.6

0.0095

169.20

0.028

56.40

은 KS-F 2257에 의해 진행되었다. 실험체 5~10번의 경우 인
증실험인 관계로 실험체의 한계상태의 내화시간이 아닌 인
증 목표내화시간(120분 또는 180분)으로 기록하게 되었다.
그 중 5번 실험체의 경우는 인증 목표내화시간에 미달되어
최종 내화성능시간인 112분으로 정리하고 있다.

0

4.

기둥 축 변형-가열시간 관계

실험체의 강재표면 평균온도를 Fig.2에 나타냈다. 1~4
번 실험체의 경우 재하가열 상태에서 측정된 온도결과 이
므로 온도분포가 매우 불안정하게 나타났으며, 반면,
5,6,8,9번 실험체의 경우 비재하 가열상태에서 측정되어
비교적 안정적인 곡선을 보이고 있다. 무피복 1,2번 실험
체의 경우 초기부터 가파르게 온도가 상승하여 50분 안에
강재의 한계온도에 도달하였다. 피복두께 1.3mm인 3번 실
험체의 경우 100분까지 450℃ 미만으로 분포양상을 보이
다가 그 이후 급격한 온도분포를 보이고 있다. 이는 내화
페인트의 발포층이 균열되면서 강관에 화염이 노출된 것
으로 보인다. 내화피복된 실험체 중 가장 높은 온도분포
양상을 보였다. 3.5mm 피복된 4번 실험체의 경우 온도분
포가 불안정한 경향이 있지만 180분까지 강재 한계온도를
초과하지 않고 서서히 증가하였다.

재하 가열된 실험체 총 6개에 한에 Fig 3과 같이 축 변
형-시간관계를 나타냈다. 무피복 1,2번 실험체의 경우 강
관팽창 후 급격한 축 변형이 발생되어 40, 50분의 내화성
능에 도달되어 나타났다. 이때의 하중비(콘크리트 단면이
받을 수 있는 압축내력 대비 재하내력)는 0.6, 0.5 수준
이다. 하중비 0.6으로 동일하지만 1.3mm 피복두께를 갖는
3번 실험체의 경우 매우 완만한 강관팽창 구간을 갖고 있
으며 약 90분 이후부터 강관수축구간에 도입되어 나타났
다. 최종적으로 내화성능은 169분으로 평가되었다. 강관
표면에 열전달이 서서히 진행되므로 급격한 열 응력양상
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여진다. 하중비 0.6으로 동일하
고 3.5mm 피복두께는 갖는 4번 실험체의 경우 목표내화시
간 180분 동안 강관 팽창만 나타났으므로 최종적인 내화
성능 평가가 어렵다. 그럼에도 실험적 내화시간을 두고
비교해보면 무피복 상태에서 내화피복 1.3mm 도포했을 때
3.38배, 3.5mm 내화피복 했을 때, 3.6배의 내화성능이 향
상된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7번,10번 실험체의 경우 하
중비는 0.35, 0.25 수준으로 목표내화시간 (120분, 180분)
에 충분히 도달되어 축 변형-시간관계에 있어 강관팽창구
간만 지속된 것으로 나타났다.

Fig. 2 Steel surface temperature distribution each specimen

Fig. 3 Axial displacement - Fire resistance time curve

3. 두께에 따른 표면온도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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펄트루젼 섬유보강복합재 판의 근사적 좌굴해석
Simplified Buckling Analysis for Pultruded Fiber Reinforced Polymer
Plastic Plate
유 종 호*·김 선 희** · 이 재 호*** · 서 재 훈**** · 윤 순 종*****
Yoo, Jong-Ho · Kim, Sun-Hee · Lee, Jae-Ho · Seo, Jae-Hoon · Yoon, Soon-Jong
ABSTRACT
A pultruded fiber reinforced polymer plastic (PFRP) structural member consisted of plate elements, which is commonly
used as construction member, may be considered as an orthotropic material due to its unique manufacturing process. It
has different mechanical properties with respect to the longitudinal and transverse directions. This orthotropic nature of
PFRP material needs to be considered in the analysis of buckling behavior. In this paper, a simplified buckling analysis
for PFRP plate using geometric mean of the longitudinal and transverse mechanical properties is performed. The
comparison between exact buckling analysis and simplified buckling analysis is conducted. Each analysis is performed by
the Levy method and the finite element method (FEM), respectively.
Key W ords: pultruded fiber reinforced polymer plastic (PFRP), buckling, orthotropic, geometric mean, FEM

1. 서

론

PFRP 판의 역학적 성질은 건설분야에서 가장 상용화되
어 있는 PFRP 제작 회사인 미국의 Strongwell사가 제시하

펄트루젼 방식으로 제작된 섬유보강복합재(Pultruded

는 값을 사용하였다. 사용된 PFRP는 유리섬유 및 폴리에

Fiber Reinforced Polymer Plastic, PFRP)는 제작방식의

스터(Glassfiber/Polyester)로 제작한 재료이며, 역학적

특성상 일반적으로 섬유배치방향 및 섬유배치직각방향 역

성질은 아래의 표 1과 같다.

학적 성질의 차이가 발생한다. 따라서, PFRP 재료의 구조
적 거동평가 시 이러한 직교이방성을 고려해야 하나, 이
는 복잡한 계산과정을 필요로 한다. 이 논문에서는 PFRP
판을 근사적인 방법을 이용하여 등방성 재료로 치환한
후, 좌굴거동 해석을 수행하였다.

Table 1. Mechanical Properties of PFRP
섬유배치
섬유배치방향 직각방향 전단탄성계수
탄성계수
탄성계수
( , GPa)
( , GPa)
(  , GPa)

2. 펄트루젼 섬유보강복합재(PFRP) 판

17.9

2.1 역학적 성질

5.50

2.90

푸아송 비
( )
0.33

2.2 기하평균을 이용한 등가 역학적 성질 계산

이 연구에 사용한 PFRP 판은 다음의 그림 1과 같으며,
정확한 좌굴강도를 구하기 위해 판의 길이()는 1000mm,
폭()은 500mm, 두께()는 7mm로 설정하였다.

이 연구에서 사용한 근사해석 방법은 PFRP 재료를 섬유
배치방향 및 섬유배치직각방향 역학적 성질의 기하평균
값을 갖는 등방성 재료로 가정하는 방법이다. 근사해석법
을 적용한 역학적 성질은 다음의 식 (1)로 구할 수 있다.

  
 × 
여기서,  : 등가 역학적 성질

 : 섬유배치방향 역학적 성질
 : 섬유배치직각방향 역학적 성질

Fig. 1 Rectangular PFRP Pla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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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등방성 재료로 가정한 PFRP 재료의 역학적 성질은 아래

조건에 대한 좌굴거동 해석결과는 아래의 표 4와 같다.

의 표 2와 같으며, 등가 전단탄성계수는 식 (1)로 계산된

프로그램은 ABAQUS 6.10을 사용하였으며, S4R Mesh 요소로

등가 탄성계수 및 푸아송 비를 이용하여 아래의 식 (2)로

모델링하여 해석을 수행하였다.

계산되었다.


  
  

(2)

Table 4. Buckling Strength of PFRP Plate by FEM
( , MPa)
경계조건

여기서,  : 등가 전단탄성계수

Fixed
-Fixed

Fixed
-Simple

Simple
-Simple

Fixed
-Free

Simple
-Free

From Table 1
(Real, A)

13.18

10.08

8.09

2.09

1.37

From Table 2
(Equivalent, B)

17.21

13.77

10.16

2.75

1.38

Difference
(   
×, %)

30.66

36.58

25.60

31.59

0.57

역학적
성질

 : 등가 탄성계수
 : 등가 푸아송 비
Table 2. Approximated Mechanical Properties of PFRP
등가
탄성계수
(  , GPa)

등가
전단탄성계수
(  , GPa)

등가
푸아송 비
( )

9.92

4.19

0.18
3.3 결과 비교 및 분석

3. 펄트루젼 섬유보강복합재(PFRP) 판의
좌굴거동해석

Levy Method를 이용하여 좌굴거동 해석을 한 결과, 실
제 역학적 성질 및 등가 역학적 성질을 사용하였을 경우

이 장은 PFRP 판의 직교이방성을 고려한 좌굴거동 해석
을 수행한 결과이다. 좌굴거동 해석은 기하학적 비선형
해석이며, 좌굴강도를 구하는 고유치 문제이다. 이 연구
에서는 PFRP 판의 좌굴강도를 Levy Method 및 FEM을 통해
구한 후, 그 값을 근사해석법을 적용한 좌굴해석 결과와
비교하였다.

의 PFRP판의 좌굴강도 차이는 약 7% 이다. 또한, FEM을
이용할 경우, 같은 조건에서 PFRP판의 좌굴강도 차이는
약 25% 이다. 이를 통해, 상대적으로 정밀해법이라고 알
려진 Levy Method에 이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근사해법
을 적용할 경우, 정밀해와 거의 유사한 좌굴강도를 얻을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반면, FEM을 통해 근사적인 좌굴
해석을 수행할 경우 상대적으로 정밀해와 많은 차이가 발

3.1 Levy Method를 이용한 PFRP 판의 좌굴거동 해석

생하게 됨을 확인하였다. 이는 FEM을 이용한 해석은 불확
실성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 논문에서 제시한 근사

이 연구에서는 Levy Method를 이용하여 PFRP 판의 좌굴
해석을 실제 역학적 성질 및 등가 역학적 성질을 이용하
여 각각 수행하였으며, 각 경계조건에 따른 좌굴강도는
아래의 표 3과 같다.

결론 및 향후 연구방향

이 논문은 PFRP 판의 좌굴거동해석에 적용 가능한 근사
해석법을 제시하고, 근사해석과 정밀해석 결과간의 차이
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근사해석법을 Levy Method에

Fixed
-Fixed

Fixed
-Simple

Simple
-Simple

Fixed
-Free

Simple
-Free

From Table 1
(Real, A)

10.74

8.06

6.38

1.99

1.30

From Table 2
(Equivalent, B)

11.53

9.27

6.61

1.96

1.22

Difference
(   
×, %)

7.37

15.06

3.76

1.41

6.61

역학적
성질

모델을 구현한 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4.

Table 3. Buckling Strength of PFRP Plate by Levy
Method (  , MPa)
경계조건

해석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좀 더 정확한 좌굴거동 FEM

적용하여 PFRP 판의 좌굴거동 해석을 수행할 경우, 상대
적으로 간단하면서도 정확한 좌굴강도 값을 계산할 수 있
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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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 하수관로 및 하수암거의 상태평가를 위한 육안조사 장비 개발
Development of a Visual Inspection Device Using for Condition
Assessment of Large Diameter Sewer Pipe Structures
박 신 전* · 지 기 환** · 유 성 원***
Park, Sinzeon · Jee, Kee Hwan · Yoo, Sung Won
ABSTRACT
Due to the sewer induced ground subsidence, there is an increasing demand for the advanced visual inspection technique
for the existing sewer pipe structures. This study aim to develop a visual inspection device and real-time transmission
system of inspection data with precisely evaluated structural and operational conditions of underground sewer pipe
structures. In this paper, a high-precision image capturing system that automatically extracts cracks in the large-diameter
sewer pipes and sewage culverts with a diameter of 1,000 mm or more, a real-time gas detection sensor for investigator
safety were studied. By analyzing the module technology of the visual inspection device, the concept design for system
integration was derived, and the real time transmission system of the inspection result was developed to establish the
technical basis for the commercialized device. Also the crack detection test using crack calibration was carried out for the
proposed image capturing camera system, and the position accuracy using L1 grade GPS module was tested in this study.
The inspection technique of the existing structure condition using the visual inspection device in this study can be
effectively used for various structures types and advanced composite structures in the future.
Key W ords: Sewer Pipe Structure, Visual Inspection, Condition Assessment, Concrete, GPS

1. 서 론
최근 도심지 하수관로의 노후화로 인한 지반침하로 도
로함몰 등 피해가 발생됨에 따라 노후·불량 하수관로 정
밀조사 기법의 선진화 및 조사업무의 효율화 요구가 증대
되고 있다. 2014년 기준으로 서울시 하수관로의 총 연장
은 10.392km로 전체 연장 중 48.4%(약 5,000km)가 사용년
수 30년 이상의 노후 하수관로이며, 도심지 지반침하의
약 84%가 노후·불량 하수관로의 손상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하수관로 정밀상태 평가를 위한 조사기법
및 조사시스템의 기술적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서울시,
2014). 또한 환경부에서는‘지반침하 대응 하수관로 정밀
조사 매뉴얼’을 제정하여 노후·불량 하수관로의 육안조
사 및 CCTV조사 등 조사기법을 이용하여 하수관로 정밀조
사를 수행하는 절차 및 기준을 수립하였으며, 하수관로의
양호도에 따라 대상 하수관로를 개량하여 지반침하에 대
응하고 하고 있다(환경부, 2015).
본 논문은 조사자 안전과 하수관로 상태의 정밀평가를
위한 육안조사용 장비 및 조사결과의 실시간 전송 시스템
의 개발과 관련된 것으로, 관경 1,000mm 이상 대구경 하
수관거 및 하수암거의 정밀조사시 대상관로의 균열을 자
동으로 추출하는 결함촬영장치, 조사자 안전을 위한 실시
간 가스탐지 센서 및 조사품질 향상을 위한 조명장치를
탑재하는 육안조사용 조사장비의 모듈기술 분석하여 통합
운용방안을 도출하였으며, 조사결과의 실시간 전송 시스
템을 개발하여 육안조사 장비의 설계 및 제작을 위한 기

술적 기반을 구축하였다. 또한, 육안조사 장비의 결함촬
영장치의 균열결함 인식성능과 GPS를 이용한 조사위치 수
신장치의 위치 정확도에 대한 성능평가를 수행하였다.

2.

육안조사용 장비의 개발

2.1 개발방향
노후 하수관로의 정밀상태 평가방법은 크게 대구경 관로
또는 암거를 대상으로 하는 육안조사(visual inspection)
와 CCTV조사(closed-circuit television inspection) 방법
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육안조사
기술은 관경 1,000mm 이상의 관로에 출입이 가능할 경우,
조사원이 관로 내에 들어가 관로의 부식 및 손상상황 등
을 정성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조사방법으로 정의된다(환
경부, 2015).
본 연구의 육안조사 장비는 기존 CCTV 및 육안조사 기
술의 문제점을 종합 분석하여 개발방향을 도출하였다. 중
소구경 하수관로에 주로 사용되고 있는 CCTV 조사기술을
대구경 하수관로 및 하수암거에 적용할 경우, 1)하수관내
CCTV조사장비의 주행성능 제약; 2)조사영상 품질저하; 3)
충분한 조명확보의 어려움, 4)조사속도 저하; 5)조사원의
인위적 실수 발생 및 조서결과의 전문성, 객관성 결여 등
조사품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술적 문제가 상존하고
있으며, 조사자가 하수관로 내에 진입하여 수행되는 육안
조사의 경우, 산소결핍 및 유독가스에 의한 질식의 위험

* 정 회 원․ ㈜케이엠티엘 기술연구소, 이사, E-mail: kmtl.park@gmail.com - 발표자
** 비 회 원․ ㈜케이엠티엘, 상무, E-mail: kmtljee@naver.com
*** 비 회 원․ 가천대학교 토목환경공학과 교수, E-mail: imysw@gachon.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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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노출되는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의 육안조사 장비는 대구경 하수관로 및 하수암
거를 대상으로 조사인력이 관내에 진입하여 수행하는 직
접적인 육안조사를 위한 것으로, 고정밀 측시촬영 영상을
기반으로 균열 폭 0.1mm 이상 미세균열까지 자동화된 결
함판독이 가능하도록 하여 조사품질 향상과 조사결과의
신뢰도를 향상시킬 수 있으며, 조사대상 관로정보 및 위
치정보 획득을 위한 GPS모듈을 탑재하고 조사작업자의 안
전을 확보하기 위한 하수관로 내 유해가스 실시간 모니터
링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장비 제어, 조사영상 저
장 및 무선전송, 결함분석(균열추출), 조사보고서 자동생
성 등 조사업무 전반의 자동화를 위한 조사장비 제어 및
조사결과 실시간 전송 시스템을 개발함으로써 육안조사
장비와 통합 운용되도록 개발방향을 설정하였다.

전면

후면

2.2 개념설계
육안조사 장비는 무선통신을 기반으로 결함부위 정밀검
출, 조사위치 정보 획득, 조사자 안전을 위한 유해가스 모
니터링, 조사결과 분석/저장 및 보고서 생성 등의 노후 하
수관로 조사업무의 지원기능을 통합한 핸드-헬드(handheld)형 시스템으로 개념설계를 수행하였다. Fig. 1에서는
육안조사 장비의 개요도를 보여주고 있으며, Table 1에서는
육안조사 장비의 주요 구성모듈과 그 기능을 보여주고 있다.

Fig. 2 Concept design of visual inspection device

상세
설계

Fig. 1 Overview of Visual Inspection Device
Table 1. Components of visual inspection device
구성모듈
촬영부
(카메라)

기

실시
예

능

하수관로 상태 및 결함이상 부위의
고해상도 영상취득

가스 검출부
(가스센서)

산소(O2)와 유해가스(황화수소,
일산화탄소 등)의 실시간 탐지 모니터링

조사위치
수신부(GPS)

하수관로 조사위치 수신(인입지역, 맨홀)

Fig. 3 Commercialization design of the device
2.3 조사장비 모듈 분석

조명부
(LED)

조사업무 편의성 및 조사품질 향상을
위한 고성능 LED조명 이용

통합운용
소프트웨어

장비제어, 대상관로 정보수신, 결함
추출/분석 및 조사결과 보고서 작성의
조사작업 일괄처리

Fig. 2에서는 전술한 육안조사 장비의 개념설계를 보여
주고 있으며, Fig. 3은 개념설계를 토대로 개발기술의 이
해를 돕기 위한 상용화 제품의 설계 예를 보여주고 있다.

육안조사 장비에 탑재되는 구성모듈은 Table 1에서 보
여주는 바와 같이 결함촬영과 구조물의 균열추출을 위한
카메라 모듈, 조사자 안전을 위한 가스탐지 모듈, 조사위
치(맨홀정보) 수신을 위한 GPS 및 조사품질 향상을 위한
조명모듈로 구분할 수 있으며, 조사품질 확보, 소형화 및
시스템 통합성능을 고려하여 적정기술 모듈을 선정하였다.
촬영모듈은 대구경 하수관로 및 하수암거의 육안조사시
결함부위의 고해상도 영상을 획득하고 획득한 영상을 이
용하여 자동화된 결함검출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으로 육
안조사 장비의 결함추출 성능은 카메라의 분해능, 결함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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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 알고리즘, 조명, 진동, 렌즈왜곡, 대상면과의 거리 및
각도 등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육안조사 장비의 촬영모듈은 분해능이 우수
한 CCD 또는 CMOS 이미지 센서를 탑재하는 디지털 카메라
를 이용하여 조사영상 획득, 저장, 디지털 이미지 처리 및
균열처리 영상획득을 통한 일련의 균열추출 프로세스를 이
용한다(최만용 외, 2008)(Yamaguchi 외, 2010). 균열결함
의 자동추출을 위한 알고리즘으로는 원본 조사영상 이미지
를 흑백영상으로 처리하여 균열 내 화소수를 분석함으로서
균열의 폭, 길이, 위치를 분석하는 방법을 이용하며,
13.2×8.8mm의 CMOS센서를 이용하는 약 2,000만 화소급 디
지털 카메라를 이용하는 경우, 촬영거리 1m로 가정시 화소
당 최소길이에 따라 최소 검출가능 균열 폭은 0.227mm로 평
가된다. Fig. 4에서는 육안조사 장비의 촬영모듈을 이용한
균열인식 알고리즘의 개요를 보여주고 있다.

Fig. 5 Monitoring system of hazardous gases
조사위치 수신을 위한 GPS모듈은 조사 시점 및 종점 맨
홀정보를 식별하기 위한 것으로 조사장비에 내장된 GPS모
듈 또는 고정밀의 외장형 GPS모듈을 탑재하는 방안을 동
시에 고려하였다.
Fig. 4 Crack recognition algorithm

2.4 Wireless 실시간 정보전송 시스템

육안조사 장비의 가스탐지 모듈은 ‘밀폐공간 질식재해
예방 안전작업 매뉴얼’에 따라 산소(O2), 황화수소(H2S),
일산화탄소(CO) 및 가연성 가스의 4대 유해가스의 맨홀
및 하수관로 내 실시간 모니터링을 위한 것으로, 작업 전
측정된 가스 농도는 기준 농도 이하이나 작업 중 하수관
로 내부 진입시 저부의 스컴(scum) 또는 퇴적물(오니, 슬
러지 등)의 교랸으로 인한 유해가스 농도의 급격 증가에
따른 조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개발하였다. Table
2에서는 밀폐공간 질식예방을 위한 측정가스별 기준 농도
를 보여주고 있으며, Fig. 5에서는 본 연구에서 개발한
가스탐지 모듈을 이용한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보여
주고 있다(한국산업안전공단, 2016).

하수관로 이상결함 및 결함위치를 포함하는 육안조사
장비를 이용한 조사결과는 무선통신망을 통해 실시간으로
전송되어 하수관로 유지관리 주체의 지반침하 원인분석,
추가조사 판단 및 개량 우선순위 결정을 위한 자료로 이
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취득
된 조사 데이터를 유지관리주체의 하수관로 정보관리 및
의사결정 시스템으로 전송하는 Wireless 실시간 정보전송
시스템에 대한 개념설계를 수행하였다. Fig. 6에서는 안
드로이드 기반의 조사결과 실시간 전송 시스템의 조사결
과 입력 및 보고서 생성 프로그램을 보여주고 있다.

Table 2. Reference concentration for measured gases
측정가스

기준 농도

산소(O2)

18%~23.5%

탄산가스(CO2)

1.5% 미만

황화수소(H2S)

10 ppm 미만

가연성 가스

하한치 10% 이하

일산화탄소(CO)

30 ppm 미만

시스템 로그인

조사결과 입력

보고서 생성

Fig. 6 Concept of wireless inspection data transmiss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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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성능평가

Table 3. Test result of GPS position error test

3.1 표면결함 감지성능 시험

위치오차(m)

통합기준점

육안조사 장비의 주요 모듈인 결함촬영장치의 균열겸인
식의 실험적 성능평가를 위해 표면결함 감지성능 시험을
수행하였다. 2,000만 화소급의 DSLR카메라를 결함영상을
취득하였으며, 결함추출 프로그램으로는 일본 FAST사의
CFTracing을 이용하였다. Fig. 7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0.1~1.0mm까지 균열 폭을 가지는 표준균열판(Crack
Calibration)을 2m 거리에서 촬영하여 취득된 영상을 이
용하여 결함추출 프로그램을 통해 얻은 균열의 최소 폭을
평가하였다. 시험결과, 0.2mm 이상 균열결함의 감지가 가
능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이는 촬영장비(카메라)의 분
해능과 촬영거리 등의 조건에 따라 구조물 표면의 균열겸
함 감지성능이 결정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U대전42
(샘머리공원)
U대전17
(한밭수목원)
U대전20 (유림공원)

N좌표

E좌표

0.8669

0.1324

0.4635

0.3695

0.5696

0.2348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관경 1,000mm 이상 대구경 하수관거 및
하수암거의 정밀조사를 위한 육안조사용 조사장비의 모듈
기술 분석하여 통합운용방안을 도출하였으며, 조사결과의
실시간 전송 시스템을 개발하여 육안조사 장비의 설계 및
제작을 위한 기술적 기반을 구축하였다. 또한, 육안조사
장비의 결함촬영장치의 균열결함 인식성능과 GPS를 이용
한 조사위치 수신장치의 위치 정확도에 대한 성능평가를
수행하였다.
조사자 안전과 하수관로 상태의 정밀 상태평가를 위한
본 연구의 신개념 육안조사 장비는 다양한 구조물과 구조
재료에 이용될 수 있도록 개발되어 보다 객관적이고 정확
한 구조물 육안조사 기법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된다.

감사의 글

Fig. 7 Crack detection test using crack calibration

본 연구는 환경부 환경정책기반공공기술개발사업(E41600070-0603-0)지원으로 수행되었으며 이에 감사드립니다.

3.2 GPS 위치오차 시험
GPS를 이용한 조사위치 수신정확도를 평가하기 위해
GPS 위치오차 시험을 수행하였다. 시험에는 위치 정확도
가 우수한 L2급의 GPS수신기를 이용하였으며, Fig. 8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제공하는 3개의
통합기준점에 GPS수진기를 위치시키고 실시간 위치 데이
터를 통합기준점의 경위도좌표에 의한 위치 데이터와 비
교하여 오차를 평가하였다. 시험결과, 위치오차의 절대값
평균값은 최대 0.867m로 1m 이내의 우수한 위치정확도를
가지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Table 3에서는 GPS수신기의
위치오차 시험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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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정밀안전진단 보고서 사례분석에 따른 기법 개선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echnique according to Case-study of
Building Detailed Safety Diagnosis Reports.
조 우 래* · 윤 명 호**
Jo, Woo-Rae · Yoon, Myung-Ho
ABSTRACT
Since 1995 the special act for safety management of public facilities have been enacted in Korea. Since then undergoing
safety accidents great and small, legal system was revised several times for safety promotion. As part of its efforts Korea
Infrastructure Safety & Technology Corporation have periodically evaluated the building safety inspection or diagnosis
reports based on Special Act for Safety Control of Public Structures and published annual casebook. This study
investigates and examines the cases of bad or poor reports until now. This paper aims at reasoning out the technical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 plan for error-prone problems when safety inspection of buildings.
Key W ords: Building Safety Inspection, Case Study, Technical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 Plan

1. 서

1.2 연구 범위 및 방법

론

본 연구는 2011년부터 2016년까지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서 배포한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보고서 평가사례집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우리나라는 일제 강점기 및 6.25 전쟁 등을 통한 격변의
시기를 거쳐 근 60~70년 간 개발도상국에서 경제적 선진
국의 반열에 오르기까지 다양한 전문 분야에서 급격한 진
보를 경험해 왔다. 건축분야 역시 해당 변화의 일환으로서
시공,설계,감리 등 다방면에 기술적, 제도적인 발전 이 이
루어져 왔으나 빠른 경제 성장을 목표로 한 빨리빨리 문
화는 근면 성실한 한국인이라는 긍정적 평가 이면에 성과
만능주의로 인한 90년대의 성수대교 및 삼품백화점 사고
등의 부실공사 사례를 통하여 알 수 있듯 부작용도 일으
켜 왔다.
이에 따른 대책으로 1995년 책임감리제도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였으나 우후죽순 생겨난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부실진단 가능성의 상재에 따라 2002
년 1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를 평가하는 제도가 도입되
었고, 2008년 정밀점검결과에 대한 평가를 수행토록 하였
다.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는 2009년부터 현재까지 점검실
시결과에 대한 평가사례를 정리하여 안전진단전문기관 보
고서와 기술력의 질적 향상 도모를 위해 매년 사례집을
발간하고 있으며 이 사례집에서는 평가 보고서의 데이터
분석을 통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례집 및 관련이론, 선행연구검토 등의
수집 및 분석과 실제 점검 현장 별 점검 사례 등을 복합
적으로 분석하여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
하고자 한다.

의 평가사례 데이터를 점검 및 연혁별로 비교·분석하고 선
행연구조사, 안전점검 보고서 분석을 통해 최종 문제점을
도출하여 문제점에 대한 전문가 면담 및 관련 법령 검토
를 통해 원인분석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도록 한다.

2.

이론적 고찰

2.1 정밀안전진단의 정의
정밀안전진단은 관리주체가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시
설물의 재해 및 재난 예방과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하며, 1종 시설물에 해당하는
시설물은 해당 법령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목적은 현장조사 및 각종
시험에 의해 시설물의 물리적 기능적 결함과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발견하고, 이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보수․보강
방법 및 조치방안 등을 제시함으로써 시설물의 안전을 확보
하고자 함에 있다.
2.2 선행연구 고찰
본 연구의 주제인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기법개선에
대한 선행 연구들을 선별하여 고찰하였다.

* 학생회원․ 공주대학교 건축공학과 석사과정,㈜대한안전진단연구원 진단팀 과장, E-mail: pkard@naver.com - 발표자
** 정 회 원․ 공주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E-mail: mhyoon@kongju.ac.kr - 교신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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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1. Overview of previous studies

Table 3-2. Statistical analysis for pointed-out contents of
evaluation results of detailed safety diagnosis

저자

연구내용

하명호
외1인
(2010)

저가수주, 행정처벌 위주의 평가 등의 사회적 문제점이 있
는 것으로 분석하였고 지속적인 문제점 발굴과 현행 평가
시스템에 대한 다각적인 프로세스의 연구개발을 통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김민성
(2012)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시험 표본 개수를 늘리고 안전점검
기간을 늘리며 데이터 수집과 안전등급 부여 기관을 나눠
야 한다고 대책을 제시하였다.

윤영채
(2013)

최근 3년간 실시한 정밀점검 대상건축물 66개동의 설계대
가 및 실행대가를 조사·분석하고 2차 대상건축물 공동주택
10개 단지의 정밀점검 보고서를 평가 후 적정 예상 실행비
용을 산정하여 결론 및 방안을 제시하였다.

조정아
외2인
(2015)

선행 연구 조사와 전문가 면담을 통해 문제점을 도출 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문제점에 대한
선방안을 도출하였다. 해결 방안으로는 전문인력 양성
기술자의 능력 향상을 위한 제도적 방안 필요, 건축주의
밀진단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향상을 제시하였다.

평가
항목코드
1

2

후
개
및
정

3

3. 정밀안전진단 사례 자료 분석
3.1 개요

4

본 연구는 먼저 시설안전공단에서 배포한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평가사례집(2011,2013,2015)에서 조사된 평가결과
지적내용 통계분석자료를 통하여 정밀안전진단 과업 진행
시 발생 가능한 여러 문제점 중 최근에 대두되는 주요한
문제점이 무엇인지 분석하고, 그 문제점에 대한 근본적 원
인을 파악하여 결과적으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기법
개선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Table 3-1. Classification codes of evaluation items of
detailed safety diagnosis

자료조사ㆍ분석의 적
정성

코드
1

2

외관조사 및 결과분석
3
의 적정성

현장 비파괴시험,
재료시험 등 각종
시험ㆍ분석의 적정성

4

구조해석, 안전성검토
등의 적정성

5

손상 및 결함 등에 대한
6
원인추정의 적정성
평가등급 부여의
적정성

7

보수․보강 방법의
적정성

8

종합결론의 적정성

9

8

세부평가항목
코드
사전조사 실시
11
진단세부계획 수립
12
보고서작성 체계 등
13
설계도서 및 공사관련 자료
21
보수ㆍ보강,용도ㆍ구조변경 등
22
유지관리 자료조사
기존 점검ㆍ진단보고서 검토ㆍ분석 등 23
용도, 구조, 하중상태 조사
31
변위․변형, 부재규격 측정
32
균열, 부식, 노후화, 부재접합부
33
전기, 기계, 계측설비 조사
34
외관조사망도 작성 등
35
결함(손상) 발생원인 분석
36
41
조사ㆍ시험 항목 선정
조사ㆍ시험 실시 수량
42
조사ㆍ시험결과 분석 및 평가
43
구조해석 위치(대상)선정,
재료물성등 해석조건 적용
모델링 및 해석방법
내하력 판정 및 안전성검토 결과 등
결함 항목별 원인추정
부재(부위)별 원인추정
상태평가결과
안전성평가결과
안전등급 부여 등
결함별, 부재별 보수ㆍ보강방안 제시
및 제시된 내용의 구체성
보수․보강의 실제 현장적용성
유지관리방안의 적정성 등
종합결론의 적정성
사용제한 및 사용금지 등 안전 및 유지
관리 필요사항 조치 등

6

7

3.2 정밀안전진단 평가결과 통계분석

평가항목
점검계획수립
및 보고서체계의
적정성

5

9

구분
세부평가
항목코드
11
12
13
소계
21
22
23
소계
31
32
33
34
35
36
소계
41
42
43
소계
51
52
53
소계
61
62
소계
71
72
73
소계
81
82
83
소계
91
92
소계
총계

연도별 지적내용분포(%)
2011년

2013년

2015년

1.0
3.7
1.0
5.8
3.2
6.1
6.3
15.7
2.1
6.0
6.1
3.1
17.3
6.8
2.4
5.0
14.2
5.8
2.8
5.6
14.2
0.5
0.5
0.9
3.8
3.9
7.4
15.1
6.6
0.8
3.7
11.1
3.5
2.4
5.9
100.0

4.2
3.3
1.4
9.0
1.9
3.8
7.5
13.2
3.8
5.7
7.1
3.8
20.3
3.8
2.8
3.3
9.9
5.2
5.7
2.8
13.7
7.1
0.0
7.1
6.1
5.2
3.3
14.6
4.2
0.5
0.0
4.7
7.1
0.5
7.5
100.0

2.2
3.8
1.1
7.0
2.7
5.6
6.3
14.5
2.4
0.0
5.7
6.1
3.0
14.2
6.1
3.3
4.3
13.7
5.5
3.4
5.5
14.4
2.2
1.1
3.3
4.5
4.8
5.9
15.2
5.8
1.1
3.1
10.0
4.6
2.9
7.5
100.0

51
52
53
61
62
71
72
73
81
82
83
91
92

Fig. 3-1 Percentage of pointed-out i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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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2의 지적내용 중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2,3,4,5,7번 ‘자료조사ㆍ분석의 적정성’과 ‘외관조사 및 결
과분석의 적정성, 현장 비파괴시험, 재료시험 등 각종 시험
ㆍ분석의 적정성', ‘구조해석, 안전성검토 등의 적정성’, ‘평
가등급 부여의 적정성’항목이다.
2번 자료조사ㆍ분석의 적정성 항목에 대한 주요 지적사
항은 매번 동일하게‘관리주체 보관 자료 검토 미흡’, ‘용도
및 구조 변동 사항에 대한 이력조사 누락’, ‘기존 점검 및
진단 결과에 대한 분석 누락’과 같은 내용으로 확인되었다.
3번 외관조사 및 결과분석의 적정성 항목에 대한 주요
지적사항은 2011년에 ‘지침 개정에 의한 부재규격 측정이
누락되고 실측된 부재도 주요 부재가 아닌 수량만 충족시
키는 상태’, ‘외관조사망도 작성 시 주요부재의 상세 결함도
가 누락되고 접근이 어려운 주요부재는 조사가 거의 이루
어지지 않음’, ‘조사된 결함에 대한 원인 추정과 진행성 여
부 검토내용이 누락’이 있으며, 2013년에 ‘결함 발생부재의
구조체,비구조체 구분 미흡’, ‘외관조사 현황표와 외관조사
망도가 상이’, ‘전차 점검 및 진단 결과와 비교ㆍ분석 누락’
이 추가되었으며, 2015년에도 동일한 내용의 주요 지적사항
이 있다.
4번 현장 비파괴시험, 재료시험 등 각종 시험ㆍ분석의
적정성 항목에 대한 주요 지적사항은 2011년에 ‘표본층 선
정 방법 미숙’이 있으며, 2013년에 ‘조사수량 조정 시 구체
적 사유 표기 누락’, ‘반발경도 측정방법 오류’, ‘철골부재
접합부 시험 수량 부족’, ‘시험 내용이 설계도서 및 조사결
과와 상이’가 지적되었으며, 2015년에도 동일한 내용의 주
요 지적사항이 있다.
5번 구조해석, 안전성검토 등의 적정성 항목에 대한 주
요 지적사항은 2011년에 ‘외관조사에 따른 구조체의 결함
이 허용기준 이상, 현장시험 결과치가 설계도서와 상이하
였으나 종합결론에 누락’이 있으며, 2013년에 ‘용도변경에
따른 활하중 적용 오류’, ‘현장조사와 해석 적용 자료 상
이’가 추가되었으며, 2015년에도 동일한 내용의 주요 지적
사항이 있다.
7번 평가등급 부여의 적정성 항목에 대한 주요 지적사
항은 2011년에 ‘상태평가 시 표본단위 선정 검토 내용 부
족하고 정량적 수량만 충족시키는 경향이 있음’이 있으며,
2013년에 ‘상태평가 결과 근거 부적정’, ‘안전성평가 결과
불일치’, ‘안전등급의 부적정’이 추가되었으며, 2015년에도
동일한 내용의 주요 지적사항이 있다.

문제점을 선별하였으며, 선별된 주요 문제점에 대하여 안전
점검 관련 실무경력 5년 이상의 고급 및 특급기술자 5명(건
축구조분야 박사 및 구조기술사 포함)에게 질의 응답을 통하
여 원인을 분석하고 다음과 같이 획일화 하였다.
Table 3-3. Causes for problems of detailed safety
diagnosis
문제점

원인

용도 및 구조 변동
사항에 대한
이력조사 누락

·실질적인 사전검토 미비
·기술자의 지침관련 지식 부족
·기술자의 구조관련 지식 부족

기존 점검 및 진단
결과에 대한 분석
누락

·실질적인 사전검토 미비
·기술자의 지침 관련 지식 부족

조사된 결함에 대한
원인 추정과 진행성
여부 검토내용이
누락

·실질적인 사전검토 미비
·원인 파악 현장여건에 따라 추가적인 시간과
인력 소모 발생
·기술자의 관련 지식 부족

결함 발생부재의
·시간단축 위한 팀별 점검으로 미숙한 인원
구조체,비구조체 구분
발생(선임기술자의 일방적인 업무지시)
미흡
표본층 선정 방법
미숙

·실질적인 사전검토 미비
·기술자의 지침 관련 지식 부족
·기술자의 구조관련 지식 부족

반발경도 측정방법
오류

·미장면 제거에 따른 추가적인 시간과 인력
소모 발생
·관리주체의 반발(기술적인 복구 어려움,
금액적인 문제)

시험 내용이
설계도서 및
조사결과와 상이

·설계도서 분석 미비
·데이터 분석 인원과 보고서 작성 인원이 상이
·복사 붙여넣기 식의 기계적인 보고서
작성방식

용도변경에 따른
활하중 적용 오류

·실질적인 사전검토 미비
·실질적인 현장조사 미비
·보고서 작성자의 조사내용 미숙지
·기술자의 구조관련 지식 부족

현장조사와 해석
적용 자료 상이

·구조안전성 검토 인원과 보고서 작성 인원이
상이

안전등급의 부적정

·관리주체의 안전의식 부족과 그 의도에
따르는 점검실태

3.3.2 문제점의 원인에 대한 구분
정밀안전진단의 문제점에 대한 원인은 몇 가지로 함축
되어 도출되었으며, 개선방안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제도적, 기술적, 금전적 기준으로 구분하였다.
Table 3-4. Classification of causes of problems inherent
in detailed safety diagnosis

3.3 주요 문제점에 따른 기법 개선 방안

구분

원인

제도적 ·관리주체의 안전의식 부족과 그 의도에 따르는 점검실태

3.3.1 문제점에 대한 원인 파악
지금까지 정밀안전진단에 대한 평가사례 분석을 통하여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지적내용과 해당 지적내용에 대한
사례, 평가 제도 도입 후 현재까지의 평가항목 및 세부평
가항목의 각 3회에 걸친 지적내용 분포 변동 사항에 대하
여 살펴보았다. 해당 근거을 통하여 최근에 대두되는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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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적인 사전검토 미비
·기술자의 경험 및 전문지식 부족(지침,구조 등)
·선임기술자의 일방적인 업무지시
기술적
·데이터 분석,구조안전성 검토, 보고서 작성 인원 상이
·보고서 작성자의 조사내용 미숙지
·복사 붙여넣기 식의 기계적인 보고서 작성방식
금전적

·점검 시 현장여건에 따라 추가적인 시간과 인력 소모 발생
·점검에 의한 마감 파손 시 관리주체의 반발

3.3.3 제도적·금전적 원인에 대한 기법 개선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한 원인은 ‘관리주체의 안전의식
부족과 그 의도에 따르는 점검실태’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
해서는 관리주체의 안전의식 고취를 위하여 ‘준공 이전부
터 정기적인 안전점검관련 교육이 실현’되어야 하며, 교육
내용에는 시특법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과 지침사항, FMS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에 대한 설명을 포함하여 시설
물 정보 및 유지관리사항이 소실되지 않고 정확하게 입력
되어야 한다. 관리주체에 대한 안전점검 교육의 필요성은
선행연구*은 통해서도 언급되었다.
또한, 금전적 개선방안과 연계하여 현재 계약방식으로
인해 안전점검 결과에 관리주체의 의도가 반영될 가능성
이 농후하여, 관리주체가 직접 계약하는 방식이 아닌 관할
관공서를 통하여 계약하는 방식으로 제도적인 정비가 필
요하다. 계약 진행 시 에는 계약금액 결정에 필요한 ‘대상
건축물의 규모, 현장 점검에 대한 난이도 등’이포함된 체
크리스트를 배포하여, 관할 관공서의 건축직 공무원이 현
장방문 후 작성하는 작업이 선행되어 정확한 견적이 파악
되도록 하여야 한다.
현재 건축물에 대한 점검 비용은 선행연구**를 통해서
도 알 수 있듯이 공동주택의 경우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점검대가 기준에 대하여 민간인 관리주체는 평균 7.11%,
관공서 관리주체는 평균 35.31%로 점검대가 기준이 존재
한다는게 무색할 정도로 낮은 실행대가를 보이고 있다. 비
단 공동주택 뿐 아니라 기타 건축물도 저가수주로 인해
부실 정밀점검이 이루어진 사례가 많아, 법적 기준에 의해
최저가 기준을 정하여 위반 시 과태료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나눌 수 있다.
전자에는 지침 관련 지식과 구조 관련 지식 부족 두가
지의 경우로 분류할 수 있다. 시특법 관련 지침 내용은 매
년 변동 사항이 있으므로 연초에 확인하여 해당 내용을
숙지하고 적용하여야 한다. 구조 관련 지식 부족의 문제는
구조가 아닌 기타 건축 분야에서 경력을 쌓은 특급기술자
가 안전점검현장의 책임기술자로 임명되어 구조분야의 지
식이 부족한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 건설기술인협회에
서는 대상 분야에 해당하는 경력을 확인하여 기술자 등급
기준을 세분화 하여야 한다. 최근 시특법 외의 내진성능평
가 과업의 경우에는 대다수가 구조기술사를 책임기술자로
정하고 있다. 현재, 정밀안전진단 이상의 점검에 대해서는
책임기술자를 특급으로 명시하였는데 차후에는 구조분야
관련 경력을 추가하여 자격기준을 상향 조정하여야 한다.
‘선임기술자의 일방적인 업무지시’는 모든 직종에서 발생
가능한 문제이다. 안전점검 시에도 현장 책임기술자인 상사
가 경험이 부족한 부하직원에게 대부분의 작업을 맡기는
관행이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악폐습이 점검간의 문제점으
로 대두될 수 있기 때문에 회사자체에서 인식하고 상호평
가방식 도입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데이터 분석, 구조안전성 검토, 보고서 작성 인원 상
이’,‘보고서 작성자의 조사내용 미숙지’, ‘복사 붙여넣기 식
의 기계적인 보고서 작성방식’모두 각 작업간의 긴밀한 협
의와 관심 부족에 의한 결과로 판단된다. 해당 내용의 개
선을 위해서는 담당 팀의 기술자들이 각각의 데이터 작성
결과에 대한 특이사항을 공유파일 등에 기록해 긴밀히 공
유해서 상호협력을 이루어야 보고서 작성자가 조사내용을
미숙지하는 경우가 줄어들 것이라 판단한다.

4.

결 론

3.3.4 기술적 원인에 대한 기법 개선
기술적 원인 중 ‘실질적인 사전검토 미비’는 관리주체의
비협조적인 태도로 인하여 검토하지 못하는 것과 ‘기술자
의 경험 및 전문지식 부족’과 같은 맥락인 지식 부족으로
확인하지 못하는 두가지 경우가 있다. 전자의 경우는 앞에
서 말한 관리주체에 대한 교육을 통하여 해결될 수 있다.
현재 안전점검보고서 제출은 FMS 상에서 안전점검전문업
체에 의해 이루어지며 최종적으로 관할 관공서에서 승인
하도록 하여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하지만 기타 설계
도서 및 유지관리와 관련된 서류등록은 권장 수준의 관리

지금까지 정밀안전진단시 내재될 수 있는 문제점을 사례
집을 통해 분석하여 기술적 제도적 개선안을 도출하여 다
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가 이루어지고 있어, 관리주체에서는 관심을 갖지 않는 상
황이다.
‘기술자의 경험 및 전문지식 부족’의 경우는 절대적으로
기술자의 지식이 부족한 경우와 ‘선임기술자의 일방적인
업무지시’와 같은 맥락으로 선임기술자의 지시에 의해 경
험이 부족한 미숙련 기술자에 의한 점검 시행의 경우로

1.관리주체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점검 교육의 실현
2.점검 대상 건축물에 대한 난이도 파악을 통한 정확한
견적 파악과 관공서를 통한 견적시스템 구축
3.최저가 대가기준을 정하여 위반시 과태료 대상에 포
함시키는 법적 제재 필요
4.정밀안전진단 책임기술자인 특급기술자의 분야를 세
분화하는 기준 필요(구조관련 분야 경력이 필요)
5.일방적인 업무지시 등의 악폐습 근절을 위한 상호평
가방식 등의 회사문화 형성 필요
6.보고서 작성자와 데이터 분석 인원, 구조안전성 검토
인원이 각각의 데이터 작성 결과에 대한 특이사항을
공유파일 등의 기록을 통해 상호협력 할 수 있는 시
스템 필요

1) 건축물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조정아 외2인(2015)
2) 공동주택 안전점검 대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윤영채(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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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방음벽의 유한요소 해석을 통한 안전성 평가
Safety Evaluation using Finite Element Modeling of Domestic
Soundproofing Wall
김성도* · Sim ViriyaVudh** · 곽용주*** · 정우영****
Kim, Seong do · Sim, Viriyavudh · Kwak, Yong ju · Jung, Woo young
ABSTRACT
Climate change resulted in the growing occurrence frequency of typhoons, and the damage it caused was also increasing.
In this study, the soundproofing and windproof walls installed on the domestic road were modeled by using ABAQUS, a
commercial finite element analysis program. Correspondingly, steel column, aluminum frame and transparent acrylic plate
were modeled. Based on the result from individual part of soundproof wall model, the number of soundproof wall parts
for optimal design was determined to be five parts. The design standard of road construction barrier was applied to this
optimum model to perform the safety evaluation for strong wind disaster. In the future, it will be possible to improve
the guidelines for design of soundproofing walls in Korea by carrying out further experiment to increase the reliability of
safety evaluation of soundproofing walls.
Key W ords: Soundproofing walls, ABAQUS, Safety test

1. 서 론
최근 지구온난화에 의한 기후변화로 태풍의 빈도가 높
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강풍에 의한 피해도 증가하
고 있다. 따라서 국내 시설물들의 강풍에 대한 안전성 검
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본 연구는 바람재해 취약 시
설물 중 국내 도로에 설치된 방음·방풍벽을 대상 구조물
로 선정하고 현재 국내 고속도로 현장에 실제 적용중인
방음벽의 재료 물성치 실험을 수행하였다. 재료 물성치
실험 결과를 토대로 도로공사 풍하중 설계기준을 적용하
여 안전성 검토를 수행 하였다. 안전성 검토를 위하여 유
한요소 상용 해석 프로그램인 ABAQUS를 사용하였다.

방음판, 방음판 보강프레임 이 세 가지이며 그 부재들에
대한 재원은 아래 Table 1과 같다. 방음벽 부재의 성능
실험을 위해 현재 서울-광명 고속도로 현장에서 적용된
방음벽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그 제원은 Fig. 2와 같다.
Table 1. 방음벽 재료의 물성치
Component
Acrylic board
H-beam
Aluminum Frame

Elastic
Modulus
(MPa)
2,350
199,948
70,000



Density
(g/cm3)

0.26
0.3
0.33

1.2
75.46
2.7

Fig. 1 방음벽 국내 실제 피해 사례

2. 방음벽 부재의 성능실험

Fig. 2 방음벽 구조의 형상과 제원

2.1 방음벽의 구성 재료 및 제원
방음벽 구조물의 일반적인 구성 요소로는 지주프레임과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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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공학과

일반적으로 보강 프레임의 손상으로 인한 파괴가 가장
많이 일어나므로 알루미늄 보강 프레임의 안전성 검토를
핵심 연구 주제로 선정하였다. 따라서 강풍 발생 시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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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크게 받는 알루미늄 프레임에 대한 성능평가를 실시하
였다.
실제 현장에서 적용되고 있는 방음벽 알루미늄 보강 프
레임의 처짐 및 강성을 알아내기 위하여 길이 1m의 알루
미늄 프레임(40x60x1T)을 10 ton의 구조 시험기를 사용하
여 3절점 휨 실험을 수행하였다. 휨 파괴가 예상되는 프
레임 중앙 지점에 LVDT를 설치하였고, 발생되는 변위를
측정하였다. 실험 결과로 하중-변위 곡선을 얻을 수 있었
으며 Fig. 3과 같이 나타났다.

였다. 본 연구의 해석모델은 3D Elastic Linear Fe Model
로 구축하였으며, 모델 구축에 사용된 요소는 지주프레임
과 알루미늄프레임은 3D Beam 요소, 투명 아크릴판은
Shell요소를 사용하여 모델링하였다.
Fig. 6을 통해 기준 방음벽을 중심으로 방음벽의 수를
늘려가며 결합하여 해석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중앙
지점과 양끝단의 변위 모두 3개 요소로 결합된 해석모델
부터 결과가 차이가 나지 않으며 수렴에 가까워지고 5개
의 방음벽이 결합 되었을 때 확실하게 수렴한다. 따라서
5개의 방음벽 요소를 결합한 모델을 최적 해석 모델(20m)
로 결정하였으며 Fig. 7과 Fig. 8은 방음벽 최적 해석 모
델의 변위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Fig. 3 알루미늄 프레임 실험 결과
알루미늄 프레임의 실험결과를 유한요소 모델에 적용하
기 위해 ABAQUS내의 2D Beam element를 이용하여 해석을
수행하여 실험결과와 비교 하였다. Fig. 5에서 보이듯이
해석수행결과와 실험값이잘 일치하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Fig. 6 방음벽 요소 수에 따른 모서리와 중간벽의 변위

Fig. 7 기본 요소(4m) 방음벽의 해석결과(변위)
Fig. 5 알루미늄 프레임의 실험 결과와 해석
결과의 비교
2.2 최적 방음벽 모델링
실제 현장의 방음벽은 독립적인 형태가 아닌 여러 방음
벽을 결합한 유한의 형태를 갖는다. 지주프레임을 기준으
로 각각의 요소를 연결하여 완성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
서는 방음벽의 이러한 경계조건을 고려하기 위해 양쪽에
지주프레임을 기준으로 한 방음벽을 최초 기본 요소(4m)
로 하여 양쪽으로 추가 요소를 결합시켜 최적의 방음벽
모델을 선정하기 위한 해석을 진행하였다. 설계하중은 도
로 공사 방음벽 설계 기준 값인 3.0  하중을 적용하
였으며 경계거동이 발생 할 수 있는 프레임과 방음판 연
결부, 방음벽 지주프레임 및 지반 정착부는 고정부로 가
정하였고 방음판과 보강프레임은 탄성거동체로 고려하여
해석하였다. 최대 변위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점의
변위를 찾아 비교, 분석하여 최적 해석 모델링을 결정하

Fig. 8 최적 해석 모델(20m) 방음벽의 해석 결과(변위)
Fig. 9는 방음벽의 최적 해석 모델에 도로 공사 방음벽
설계 기준치인 3.0  의 하중을 적용한 해석 결과이며
결과 값들은 변위를 나타낸다. 변위가 가장 큰 부분은
Edge Point(모서리 벽)로 0.3266m의 큰 변위가 생겼으며
Mid Point(중간 벽)는 0.1633m 정도의 변위를 보였다.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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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도로 공사 방음벽 허용변위 기준
(50mm)을 훨씬 넘어선 변위가 발생하였으며 방음벽 강풍
에 대하여 매우 취약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건을 완전 탄성체로 가정한데서 생긴 오류라고 볼 수 있
다. 향후 정확한 재료 물성치와 경계조건 적용을 통하여
보다 실제 거동에 가까운 비선형 해석이 가능할 것이며
이를 통하여 보다 신뢰성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
로 판단된다.

감사의 글
본 연구는 정부(국민안전처)의 재원으로 재난안전기술
개발사업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MPSS-자연-2015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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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TECT 방폭 패널로 보강된 기둥의 충격저항성능
Impact Resistance of Column Strengthened by PROTECT Panel
손 성 곤* · 박 민 재** · 주 영 규***
Son, Seong-Gon · Park, Min-Jae · Ju, Young K.
ABSTRACT
This paper investigated impact resistance capacity and failure mode of strengthened column with PROTECT
(Poly-Resilience-Oriented hybrid TEChnology plaTe) panel by analytical study. PROTECT panel is the composite panel
with two steel plates and nano-composite. In order to perform impact analysis, dynamic properties of concrete, steels and
nano-composite were determined. Finite element analysis was performed with these properties under the drop-weight
impact. From the FEA, different failure modes corresponding to different columns were derived.
Key W ords: Drop-weight impact, Nano-composite, Composite panel, Finite element analysis, Impact analysis

1. 서 론
최근 프랑스 파리 폭탄테러, 런던 차량테러 등이 발생하
면서 전 세계적으로 테러에 대한 경각심이 고조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건축물의 방호·방폭 관련 연구와 설계에 대한
중요성이 다시 한 번 대두되고 있다.
기존 방호·방폭 보강법의 한계점인 구조체의 비대한 보강
과 자중증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며, 시공성 및 공기 단축
을 기대할 수 있는 새로운 방폭 보강 기술을 제안하였다. 개
발된 PROTECT(Poly Resilience-Oriented hybrid TEChnology
plaTe) 방폭 패널은 Fig. 1과 같이 두 강판 사이에 특수나
노소재를 주입한 샌드위치 형태의 합성 패널이다.

시간에 급격한 변형이 발생하기 때문에 높은 변형률 속도
를 가지게 된다. 따라서 외연적(explicit) 시간 적분법을
통하여 구조 해석을 수행하였다. 유한 요소 해석을 위한
프로그램은 충격 및 폭발 해석에 적합하다고 알려진
LS-DYNA v.971을 사용하였다.

Fig. 2 Finite element model for column

Fig. 1 Component of PROTECT panel
본 연구에서는 PROTECT 방폭 패널의 재료인 강판과 특
수나노소재의 동적 특성을 반영하여 충격하중 재하에 따
른 PROTECT 방폭 패널로 보강된 기둥의 거동을 유한요소
해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2. LS-DYNA 모델링
2.1 해석 개요
충격 및 폭발하중에 의한 구조물의 거동은 매우 짧은

(a) Non-ST
(b) RC-ST
(c) PROTECT-ST
Fig. 3 Section of columns ( 30 MPa)
본 연구에서는 충격하중이 작용할 때, 기둥에 발생하는
동적 거동을 해석적으로 평가하고, 100 mm의 두께로 철근
콘크리트 방호·방폭 보강을 실시한 기둥과 PROTECT 방폭
패널로 보강된 기둥의 거동 및 충격저항성능에 대하여 분
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기둥은 Fig. 2, Fig. 3과 같이
200×200 mm 크기로 하여 2.2 m 길이로 모델링하였다.
PROTECT 패널은 강판 3t를 사용한 두께 24 mm로 모델링하
였고, 솔리드 요소(solid element)가 적용된 100×100 mm

* 학생회원․ 고려대학교 건축사회환경공학부 석사과정, E-mail: ssg1219@naver.com - 발표자
** 학생회원․ 고려대학교 건축사회환경공학부 석박통합과정, E-mail: qtpz@naver.com
*** 정 회 원․ 고려대학교 건축사회환경공학부 교수, 공학박사, E-mail: tallsite@korea.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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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면적을 가지는 무게 75 kg의 추를 모델링하여 충격 에
너지를 기둥에 가하였다.
2.2 재료 및 경계조건 모델링
강재의 재료 물성은 SS400이며, 높은 변형률 속도에서
강재의 강도증가 및 소성변형을 고려하기 위하여, 식 (1)
의 Johnson-Cook constitutive relationship을 사용하여
모델링을 진행하였다. 이 모델은 실험적으로 결정된 매개
변수들을 바탕으로 재료의 응력을 계산하게 된다.



          ln       

(1)

특수나노소재는 폴리우레탄 계열의 탄성중합체로, 높은
변형률 속도에서 동적 특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식 (2)와
같이 Cowper-Symonds relation을 사용하여 모델링을 진행
하였다. 또한 일축인장시험을 통해 얻은 응력-변형률 관
계를 통하여 Table 1와 같이 특수나노소재의 소성변형을
고려하였다.

    


 





(2)

Fig. 5 Analysis results (time-displacement)
해석 결과에 따른 시간-변형 그래프는 Fig. 5와 같다.
기존 기둥에 비하여 철근콘크리트 보강을 실시한 기둥의
경우 약 39% 변형이 감소하였으며, PROTECT 패널로 보강
을 실시한 기둥은 약 26% 변형이 감소하였다. 그러나 철
근 콘크리트 보강을 실시한 경우, 파손된 콘크리트가 발
생한 것에 비하여 PROTECT 패널로 보강한 경우 파손된 콘
크리트가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 따라서 PROTECT 패널로
보강할 경우, 비산된 콘크리트로 인한 2차 피해를 최소화
시킬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Table 1. Material properties of Nano-composite

 (MPa)

 (MPa)





 (MPa)

1,109

398.9

0.39

1.178

24.1

4.

기둥의 양 지점부는 x,y,z 방향으로 변위를 구속하였
다. 특수나노소재와 강판 사이에는 부착력이 발생하는데
이를 고려하기 위하여 두 재료 사이의 계면은 LS-DYNA의
TIEBREAK_SURFACE_TO_SURFACE 옵션을 사용하여 정의하였으
며, 추와 기둥 사이에는 AUTOMATIC_SURFACE_TO_SURFACE 옵
션을 통하여 충돌을 정의하였다.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기존 건축물 기둥의 방폭 성능을 향상시
키기 위한 방폭 보강용 합성 패널의 충격저항성능을 유한
요소 해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실험을 통해 확인된 강판
과 특수나노소재의 재료 특성을 반영하여 해석을 수행하
였다. 그 결과 200×200 mm 면적의 기존 기둥에 PROTECT
패널로 보강을 실시할 경우 약 26%의 변형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비산된 콘크리트로 인한 2차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3. 기둥 충격하중 해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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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 격리된 복층 파이핑 시스템의 지진 안전성 평가 연구
Risk Assessment Framework: Seismically Isolated Multi-Story Piping
System
손 호 영* · 주 부 석**
Son, Ho Young · Ju, Bu-Seog
ABSTRACT
This study explored the risk assessment framework of multi-story piping system installed in critical facilities, in particular,
seismically base-isolated building systems. In order to understand the seismic performance of multi-story piping system,
OpenSees platform was used in this study. Also, Triple Friction Pendulum Bearing as a seismic base isolator was
conducted in OpenSees. The focus of this study was on the development of seismic fragility or vulnerability of
seismically isolated piping system.
Key W ords: key words, key words, key words, key words

1. 서 론
2016 경주 지진 이후 원자력발전소, 교량, 댐 구조물등
에 관하여 안전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나, 과거 세계 지
진의 사례로 보면 비구조 요소에 대하여 지진 피해 사례
가 더 심각 하다고 볼 수 있다. 비구조 요소의 경우 그
복잡성으로 인하여 구조요소 보다 내진 설계가 취약하며,
또한 초기 건설투자 비용에 있어 약 70%이상의 비용이 비
구조요소로 분류 되어 진다. 따라서 지진 발생에 따른 피
해 규모의 경우 구조요소 보다 비구조 요소의 피해가 더
심각 하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문제가 되
고 있는 비구조 요소의 지진 안전성 평가 연구의 틀을 마
련하고자 비구조 요소 중 지진 격리된 파이프라인의 안전
성 평가 연구 기법을 제시 하고 자 한다. 파이프라인의
경우 파이프라인 재료적 특성 (강구조, 복합구조 등)과
파이프라인의 복잡성으로 인한 거동 분석이 선행 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지진 특성에 따른 안전성 평가 연구가 진
행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하여, 지진 격리된 파이프라인
의 내진 안전성 평가 연구 기반을 마련하고 자 한다.

한 홍수, 또는 폭발과 같은 2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볼수 있다. 199년 일본 고베 지진의 경우 고
베 지역의 약 40% 이상의 스프링클러 파이프라인 손상으
로 인하여 화재 초기 진압 및 시스템 운영에 상당한 어려
움을 초래 하였다.

Fig. 1 Relative Damage by Performance Category
(after Ryu et al, 2016)

2. 비구조 요소- 파이프라인
2.1 비구조 요소 파이프라인 지진 피해 사례
비구조 요소의 피해 분석의 경우 Fig. 1에서와 같이약
50% 이상이 주요 시설물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
악되고 있다. 또한 Fig. 2의 경우 2010 칠레 지진에 의한
파이프라인의 피해 사례를 보여 준다. Fig.2에서 경우처
럼, 지진 발생시 파이프라인의 지진 피해는 주로 연결에
또는 지지조건에 이탈로 인한 피해가 보고 되고 있으며,
연결부의 파괴로 인하여 누수 또는 가스 유출 등으로 인

Fig. 2 Piping Connection Failure Mechanisms in the 2010
Chile Earthquake (Photo by Giberto Mosqueda and
Gokhan Pekc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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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지진 격리된 파이핑 시스템

위한 일반적인 기법인 몬테카를로 기법이 적용된 사항을
도식화 하여 Fig. 5에 나타내었다.

본 연구에서는 비구조 요소 중 지진 격리된 파이프라인
의 거동 분석 및 내진 안전성 평가 연구의 기초를 분석
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 적용된 파이프라인의 경우 기존
단층 구조의 파이프라인과는 달리 복층구조로 이루어 져
있으여, 파이프 사이즈의 경우 1-in, 2-in, 4-in등 파이프
사이즈의 다양성과 ceiling과 파이프라인의 상호작용을
고려하기 위하여 파이프라인 절점에 ceiling system 모델
링 하였다. 파이프라인의 수치해석 모델을 위하여 주로
OpenSees를 사용 하여 파이핑 시스템의 유한요소 모델을
구축 하였다. 지진 격리 장치의 경우 Triple Friction
Pendulum Isolator를 적용하여 그 성능을 검증 하였으며,
Fig. 3과 같이 지진 격리 장치를 빌딩시스템과 파이핑 시
스템에 연결하여 couple analysis를 수행 하고자 한다. 지
진 격지 장치의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Fig. 4에서 보여
준다.

Fig. 5 Risk Assessment Framework Flowchart of Piping
System

4.

결 론

본 연구는 비구조요소의 내진 안전성 개선과 위험성 평
가를 위한 기초로서 지진 격리된 파이핑 시스템의 모델링
분석과 Triple Friction Pendulum 시스템이 적용된 지진 격
리 장치를 OpenSees를 사용하여 유한요소모델을 구축 하였
다. 또한 확률론적 기반 안전성 평가를 위한 Framework을
제시하여 향후 파이프라인과 같은 비구조 요소의 안전성 평
가 연구에 이바지 하고자 한다.
Fig. 3 Seismically Base-Isolated Pipin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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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교량의 가교 접합부에 대한 피로 안정성 연구
A Fatigue Stability Study of the Connected
Part of Existing Bridge
이규세*
Yi, Gyu Sei
ABSTRACT
During a construction of a road, a temporary bridge is often connected to a existing bridge. In this case, a fatigue
stability problem, which is not considered in the design of the bridge, can be occurred in the main girder of the existing
bridge due to the vehicle load direction change. In this study, the fatigue stability of the main girder and cantilever slab
of the bridge was tested with the allowable fatigue stress of the design specifications of the road bridge. The big stress
change was occurred at 55m away from the support, and the middle point of the span. Furthermore, the excess of the
allowable fatigue stress of the design specifications of the road bridge was confirmed at the cross section. Hence, it was
concluded that the reinforcements for the cantilever slab and main girder of the bridge are required. The bridge after the
reinforcement was tested for the fatigue stability, and it was confirmed that the bridge is safe.
Key W ords: vehicle load, permission fatigue stresses, fatigue stability examination

1. 서 론
지속적으로 그 크기가 변화하는 반복하중은 과도하게
작용하면 부재의 접합부에는 피로 손상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구조물에 심각한 손상이 야기될 수 있다. 즉 피로에
의한 손상은 구조물의 갑작스런 붕괴, 취성파괴까지도 유
발할 수 있다. 이에 국내에서는 1996 개정된 시방서에서
는 반드시 피로 검토를 수행토록 규정하였고 구조물의 종
류와 구조 상세에 따른 응력 범주, 응력반복 횟수에 따른
허용 피로 응력과 응력범주(도.설 3.3.13)를 제시 하였
다. 도로교설계기준 3.3.4절에서 각 구조상세 및 하중 재
하구조(다재하경로구조, 단재하경로구조) 그리고 발생빈
도에 따른 허용 피로 응력 범위가 제시 되어 있다. 본 연
구에서는 기존 교량과 접속부의 가교 설치 시 기존 교량
의 하중 시스템의 변경으로 인한 가교 접속 구간의 주형
들에 발생응력들의 변화가 예측되며, 그 중 슬라브 캔틸
레버 부분의 차량 하중재하에 따른 가교 접속부 방향의
주형(G1)의 피로 응력 변화가 제일 크다고 예상된다. 이
에 따라 가교 접속 전과 후의 피로 검토 및 안전성 검토
를 하였다.

Fig. 1 기존 교량 횡단면도
준의 트럭하중 2백만회(DB-24)와 차선하중 50만회(DL-24)
에 대해 설계 피로 응력을 검토 하였다.

2. 검토 방향
2.1 기존 교량 개요

Fig. 2 가교 접합 시 평면도

대상 교량은 합성형 STEEL BOX GIRDER 교이고 길이는
총 390m이며 폭원은 19m, 3개의 STEEL BOX로 이루어져 있
는데 넓이와 높이는 각각 3m 이다. 국내 1등급 교량으로
주간선도로에 속하는 다재하 경로구조로써 도로교설계기

또한 그림 2의 교량은 기존의 교량에 교축방향으로 직
선 이동하던 차선을 가교를 접속함으로 차선이 슬라브의
측면에서 시작되어 교축과 경사방향으로 변형되는 활하중
이 발생하여 이에 대한 설계 피로 검토를 수행하였다.

* 정회원. 선문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 E-mail: gyusyi@sunmoon.ac.kr - 발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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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해석 모델링 하중 산정

2.4.1 검토위치에 따른 구조 상세

가교 설치로 차선이 변경됨에 따라 활하중 이동 경로가
변경하므로 이에 따른 교량 상부 슬라브 및 주형의 정확
한 거동과 부재력 파악이 필요하여 이들을 Plate 요소를
사용하여 3차원 모델링 해석을 하였다. 해석에 사용한 하
중은 고정하중으로 슬라브 및 주형, 포장하중, 방호벽,
중분대 하중을 재하 하였고 활하중으로는 표준트럭하중
(DB-24)과 차로하중(DL-24)를 재하 하였다. 슬라브의 자
중 25.0kN/㎥과 주형의 자중 78.5kN/㎥는(도.설 2.1.2) 프
로그램(Midas/Civil)내에서 self weigｈt로 재하 하였고
포장하중은 23.0 kN/m를(도.설 2.1.2) 재하 하였다. 또한
방호벽과 중분대는 가교 접속구간에 의한 철거를 고려해
방호벽은 교량 시점에서부터 120m를 제외, 중분대는
45m~120m 구간을 제외하였고 하중은 프로그램에서 등분포
로 재하 하기 위해 0.5m의 단위 폭만큼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활하중은 국내 1등교에 적용하는 표준트럭하중
(DB-24)과 차로하중(DL-24)를(도.설 2.1.3) 재하 하였다.

주형의 설계 피로 응력 검토를 위해 표 1과 같이 도로
교 설계 기준 응력의 종류 및 범주(3.3.13)에 따라 주형
단면 5 구분의 응력 범주와 허용 피로응력을 선정하였다.

Table 1. 응력 검토 위치에 따른 상세와 응력 범주
(도.설 3.3.13)

구분

2.3 설계 피로 응력 검토 단면과 위치에 따른 구조
상세
차선방향 변경에 따른 상부 주형에 최대로 불리하게 작
용하는 G3 기준의 4차선 하중 경우로 해석을 하였는데 그
중 가교 접속부 방향의 주형(G1)의 최대, 최소 응력 범위
가 크므로 응력 변동이 가장 컸다. 또한 가교 접속구간인
G1에서의 응력 변동 구간이 가장 큰 곳은 교량 시점에서
55m 떨어진 지점부였는데 이 지점부의 단면 중 하중의 재
하 방향 변경으로 인한 응력 변동이 크다고 예상되는 검
토 부위를 도로교 설계 기준 응력의 종류 및 범주
(3.3.13)에 따라 5가지로 구분하여 설계 피로 응력을 검
토하였다. 검토 부위를 5가지로 구분하였는데, 이는 기존
의 교축방향 하중재하에서 가교 접속부 방향의 주형(G1)
으로 하중의 재하 방향 변경으로 인한 응력 변동이 크다
고 예상되어 검토 위치로 선정 하였다.

사용하여

고정하중과

활하중(DB-24,

응력
범주

DB
24

DL
24

1

플랜지와 복부판의
연속 필렛 용접부

B

112

203

2

플랜지와 수직
보강재의 용접부

C

91

147

3

플랜지와 복부판의
연속 필렛 용접부

B

112

203

4

플랜지와 수직
보강재의 용접부

C

91

147

5

수평 보강재 용접
끝부분

E

56

91

휨모멘트에 대한 설계 피로 응력 범위는 다음과 같은
식을 따른다.

∆

설계 피로 응력 범위 =   



여기서,
△M = Mmax - Mnin
Iv = 합성 후 단면 2차 모멘트
y = 합성 후 도심으로부터의 거리

3. 해석 결과

DL-24)를 재하 하였고 고정하중에서도 가교 접속 구간의
방호벽과 중분대 하중은 제외하였다. 또한 각각의 지간장
에 따라 충격 계수를 검토해본 결과 그 값이 가장 큰
0.159를 적용하였고 슬라브와 주형의 모델에 Rigid Link
기능을 사용하여 일체 거동하도록 하였다. 실제 교량에는
각 주형의 지점부에 2개의 교량 받침(shoe)이 위치하고
있어 동일한 조건으로 각각의 주형(G1, G2, G3)에 2개를
지점으로 경계조건을 정의 하였다. 이와 같은 모델링 후
그림 3과 그림 4의 5 구분의 설계 피로 응력 결과와 도
로교설계기준의 허용 피로 응력과 비교 검토 하였다.

세

2.4.2 지점부 설계 피로 응력 검토

2.4 주형의 설계 피로 응력 산정
Midas/Civil을

상

허용피로
응력범위
(MPa)

3.1 설계 피로 응력 검토
3.1.1 지점부와 중앙부 설계 피로 응력 검토
가교 접합 후에 지점부와 중앙부의 설계 피로 응력을
검토해보면 표 2 지점부 설계 피로 응력 검토의 경우에는
4번 구분에서 허용 피로 응력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가 발
생 하였다. 하지만 중앙부의 설계 피로 응력은 표 3을
보면 허용 피로 응력을 초과하는 구분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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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지점부 설계 피로 응력 검토

3.1.2 지점부와 중앙부 설계 피로 응력 결과 분석

(a) 지점부 휨모멘트
구분

△M (KN·m)

Iv (㎜⁴)

y (㎜)

DB-24

DL-24

1

90396.9

73827.6

608.3

2

13253.6

10316.4

608.3

3

4237.1

4768.8

4

58978.2

33956.5

2391.7

5

11132.9

8621.3

1215.5

5.5E+11

2391.7

(b) 지점부 설계 피로 응력 검토

구분

설계피로응력
범위 (MPa)

허용피로
응력범위
(MPa)

응력
범주

DB-24

DL-24

1

100.33

81.94

2

14.71

3

검토 결과 지점부 설계 피로 응력의 경우 1번 구분의
응력 값이 높게 나왔지만 허용 피로 응력 범위 내에 있고
또한 2, 3, 5 구분의 경우는 도로교 설계기준의 허용 피
로 응력을 초과 하지 않았다. 하지만 4번 구분의 경우 허
용 피로 응력을 초과하였는데 이는 접속 구간 방향의 주
형에 활하중 재하 방향(주형 측면)이 변경되었고 4번 구
분이 지점부의 경계조건 위치(2개의 교량받침)사이이기
때문에 복합적 요소(압축, 비틀림)가 발생하여 설계 피로
응력이 초과되었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그림 4의 중앙부
의 설계 피로 응력은 지점부에 비해 모두 허용 피로 응력
범위 안에 속하게 되었다.
3.1.3 가교 접합 시 교량 주형의 설계 피로 응력
분석 결과 및 보강

판정

DB-24

DL-24

B

112

203

OK

11.45

C

91

147

OK

18.49

20.81

B

112

203

OK

4

257.37

148.18

C

91

147

NG

5

24.69

19.12

E

56

91

OK

Table 3. 중앙부 설계 피로 응력 검토
(a) 중앙부 휨모멘트

가교 접속부 방향 주형(G1)의 중앙부 피로 응력은 대부
분의 위치가 도로교 설계기준의 허용 피로 응력 안에 속
하게 되어 안전하다고 판단되나 지점부 주형에서 4번 구
분이 설계 피로 응력이 가장 컸으며 허용 피로 응력 범위
(도.설 3.3.12)를 초과하였다. 또한 대부분의 설계 피로
응력들이 크게 나와 이의 분산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이에 따른 보강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가교
접속 구간의 슬라브 캔틸레버 단부에 20m 간격으로 기둥
을 설치하여 보강을 하였고 이에 따른 경계조건변화에 따
라 피로 해석을 수행하였다.
3.2 보강 후 해석 결과

△M (KN·m)
Iv (㎜⁴)

구분

y (㎜)

DB-24

DL-24

1

4812.7

4080.2

608.3

2

1159.2

536.0

608.3

3

570.2

476.1

4

553.9

448.3

2391.7

5

753.2

596.1

1215.5

5.4E+10

3.2.1 보강에 따른 경계조건변화 모델링
설계 피로 응력을 분산시키기 위해 그림 2와 같이 가교
가 접속되는 130m 구간의 슬라브 캔틸레버 단부에 20m 간
격으로 기둥을 설치하여 피로 해석을 수행 하였다.

2391.7

(b) 중앙부 설계 피로 응력 검토

구분

설계피로응력
범위 (MPa)
DB-24

DL-24

1

54.14

45.9

2

13.04

3

응력
범주

허용피로
응력범위
(MPa)

Fig. 2 20m 구간 보강재 설치

판정

3.3 보강 후 설계 피로 응력 검토

DB-24

DL-24

B

112

203

OK

6.03

C

91

147

OK

25.22

21.06

B

112

203

OK

4

24.5

19.83

C

91

147

OK

5

16.93

13.4

E

56

91

OK

3.3.1 지점부와 중앙부 설계 피로 응력 검토
보강을 한 후 표 4의 결과 값을 비교해 보면 허용 피로
응력 범위를 초과하였던 4구분의 설계 피로 응력이 현저
히 감소 된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표 5와 같이 중앙
부의 설계 피로 응력은 보강 전과 같이 허용 피로 응력의
범위를 초과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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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지점부 설계 피로 응력 검토

3.3.2 지점부와 중앙부 설계 피로 응력 결과 분석

(a) 지점부 휨모멘트
구분

△M (KN·m)

Iv (㎜⁴)

y (㎜)

DB-24

DL-24

1

25921.6

21948.2

608.3

2

8036.9

6361.0

608.3

3

20534.8

16192.3

4

3008.8

2275.5

2391.7

5

12039.2

10127.3

1215.5

5.5E+11

2391.7

(b) 지점부 설게 피로 응력 검토

구분

1

설계피로응력
범위(MPa)

응력
범주

DB-24

DL-24

28.77

24.36

B

4. 결 론

허용피로
응력범위
(MPa)

판정

DB-24

DL-24

112

203

OK

2

8.92

7.06

C

91

147

OK

3

89.16

70.66

B

112

203

OK

4

13.13

9.93

C

91

147

OK

5

26.70

22.46

E

56

91

OK

Table 5. 중앙부 설계 피로 응력 검토
(a) 중앙부 휨모멘트
구분

△M (KN·m)

Iv (㎜⁴)

y (㎜)

DB-24

DL-24

1

2896.1

3084.6

608.3

2

726.3

594.7

608.3

3

323.1

259.8

4

291.4

228.8

2391.7

5

417.3

324.3

1215.5

5.4E+10

2391.7

(b)중앙부 설계 피로 응력 검토

구분

설계피로응력
범위(MPa)
DB-24

DL-24

1

32.58

34.7

2

8.17

3

응력
범주

보강으로 인해 허용 피로 응력을 초과했던 4번 구분의
설계 피로 응력이 현저히 감소하였고 다른 구분도 큰 변
동 없이 허용 피로 응력을 초과하지 않았다. 하지만 3번
구분의 설계 피로 응력이 높아졌는데 이는 캔틸레버 부분
에 지점보강을 하면서 기존 교량의 지지부와 보강재 지점
의 중복되는 지지력으로 인한 압축력 증가가 원인으로 판
단되지만 허용 피로 응력 범위를 초과하지 않았다. 중앙
부 설계 피로 응력은 보강을 하지 않았을 때와 비교하여
약간의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모두 허용 피로 응력
범위 내에 속하게 되었다.

허용피로
응력범위
(MPa)

판정

DB-24

DL-24

B

112

203

OK

6.69

C

91

147

OK

14.29

11.49

B

112

203

OK

4

12.89

10.12

C

91

147

OK

5

9.38

7.29

E

56

91

OK

배수 갑문확장 공사로 인해 기존 대교에 가교를 접합하
면서 기존의 차량 이동 구간이 아닌 캔틸레버 부분에 활
하중을 재하 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가교 접속 구간 방
향의 주형(G1)에 설계 피로 응력 변동이 가장 컸으며, 그
중 교량 시점에서부터 55m 지점인 지점부와 교량 시점과
55m 지점부사이의 중앙부(교량 시점에서부터 32.5m 지점)
의 설계 피로 응력이 가장 큰 것으로 판단되는 해석결과
를 얻었다. 이에 따라 도로교설계기준의 허용 피로 응력
범위(도.설 3.3.12)와 비교 해보았는데 지점부 4구간의
설계 피로 응력이 허용 피로 응력 범위를 초과하는 결과
가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가교 접속 시 접속 구간 방향
주형(G1)의 안전에 대한 보강이 필요하여 이 구간의 슬라
브 캔틸레버 단부에 기둥을 20m 간격으로 설치하였다. 보
강 후 해석을 다시 수행한 결과 보강 시에 기존 주형의
모든 응력은 허용 피로 응력 범위 내에 존재하게 되었고,
대부분 위치의 설계 피로 응력들이 감소했던 것으로 볼
때 캔틸레버 슬라브의 안정성에 큰 기여를 한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하지만 시공 중 계속적인 계측 관리를
통해 응력 변화 시 이에 대한 보강을 실시하여야 할 것으
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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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배전반에 적용되는 지진감지센서의 임계치 도출을 위한 해석적 연구
Analytical Study on Threshold values of Seismic Monitoring Sensor at
Distributing Board
권 민 호* · 김 진 섭** · 서 현 수*** · 임 정 희**** · 문 종 윤*****
Kwon, Min-Ho · Kim, Jin-Sup · Seo, Hyun-Su · Lim, Jeong-Hee · Moon, Jong-Yoon
ABSTRACT
The number of earthquakes is increased recently. A electrical equipment is very important in all electric system because
it can make a serious problems in such as nuclear power plants like a black out. So, seismic safety design of electrical
equipment is necessary to keep to use the convenience of electronics. In this study, threshold values of electronic
equipment was founded out from the numerical results by using seismic load.
Key W ords: Distributing board, Electrical equipment, Seismic analysis

1. 서

론

국내의 경우 지진활동이 활발한 판 경계로부터 떨어져
있어 지진에 대해 안전하다는 인식으로 인해 지진에 대한
안전설계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국외 뿐만 아
니라 국내의 경우 크고 작은 지진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
어 지진에 의해 발생되는 손상에 매우 취약한 전기설비시
설의 안전성이 대두되고 있다.
원자력 발전소 등에서의 전기설비의 손상은 발전소 전
체의 안전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전기설비에 대한
안전설계가 필요하다. 안전설계의 일환으로 전기계통을
제어하고 감시 및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개폐기, 계측기
등의 기기를 결합한 시스템인 수배전반의 거동을 확인하
고 손상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시점의 파악이 중요하다.
실시간으로 손상시점을 찾는다면 정확하겠지만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간접적인 지표를 이용하여 수배전반의 거
동 상태를 확인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진감지센서를 이용하여 구조물이
손상되기 전 수배전반의 운전을 정지시키기 위한 센서출
력값의 임계치를 선정하고자 하였다. 지진에 대하여 동적
비선형 해석을 수행하였고 해석결과를 바탕으로 센서출력
값의 임계치를 도출하였다.

있다. MCSG용 진공차단기의 크기는 1000mm×963mm×1365
mm, 중량은 486kg이고, DCI-204A(W)의 크기는 200mm×290
mm×320mm, 중량은 38kg이다.
2.2 재료모델 및 유한요소 모델링
수배전반은 프레임 및 내부설비로 이루어져있다.
ABAQUS 구조해석 상용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구조요소별로
실제 상태와 같은 제약조건을 부여하였다. 구조요소들 상
호간에 용접으로 강결되어 있는 것으로 가정하였고, 내부
설비는 중량이 큰 MCSG용 진공차단기와 DCI-204A(W)만 모
델링하였다. 수배전반에 사용된 강재의 강종은 일본 JIS
에서 규격화 하고 있는 냉간압연강판인 SPCC이다. SPCC
강재요소에 적용된 구성모델은 완전소성모델(Perfectly
plasticity model)을 사용하였다. 프레임의 항복강도는
SPCC의 항복강도인 164.6MPa로 설정하였고, 실제와 동일
한 두께를 적용하였다. MCSG용 진공차단기와 DCI-204A(W)
는 각각 하나의 8절점 입체요소를 사용하여 요소를 생성
하였다. 동적 거동에 대한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
체 중량을 등가중량으로 환산하여 질량 물성치를 설정하
였으며, 강체로 모델링하였다. MCSG용 진공차단기와
DCI-204A(W)의 질량은 0.377 t/㎥ 과 2.087 t/㎥을 적용하
였다. Table 1은 프레임의 재료특성을 나타낸 것이고,
Fig. 1는 모델링을 나타낸 것이다.

2. 수배전반의 모델링

Table 1. Material of structural member

2.1 구조요소별 제원

Fram

수배전반의 외형은 전후, 좌우, 높이의 길이가 각각 2250
mm, 1400mm, 2500mm이고, 두께는 주 프레임의 경우 3.2mm,
그 외의 프레임의 경우 1.6mm와 2.3mm 로 구성되어 있다.
내부설비로 MCSG용 진공차단기와 DCI-204A(W), 애자 등이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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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weight

7.15 t/㎥

modulus of elasticity

192.9 GPa

Poisson’s ratio

0.3

Yield strength

164.6 M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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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지점에서의 가속도-시간 관계곡선을 비교하여 센서
값을 출력할 위치를 결정하였다. 프레임의 허용응력으로
설정한 98.76MPa(항복강도의 60%)에 최초로 도달하기 직
전의 시점(시간)에서 센서출력값을 임계치로 설정하도록
하였다.
3.3 해석결과

(a) modeling

해석결과, 각 지진별 최대가속도는 No.1의 경우
0.3896g, No.2의 경우 0.3867g, No.3의 경우 0.2506g,
No.4의 경우 0.4624g로 측정되었다.

(b) Name of main component

Fig. 1 Details of modeling
160

Stress (MPa)

120

1.2

80

0.8

Acceleration(g)
Stress (MPa)

160
1.6

3.1 해석방법
수배전반에 상재되는 하중은 자중 및 지진하중으로 구
성하였고 지진하중는 수배전반의 바닥부에 최대지반가속
도(Peak Ground Acceleration) 1.0g로 평균화된 지진파로,
Fig. 2와 같이 정면 문과 평행한 X방향에 따라 지진하중
을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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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석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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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No.4

(c) No.3

Fig. 3 The stress-acceleration-time relationship curve
Fig. 2 Seismic load direction (X direction)

4.
실제 외부환경에 대한 수배전반의 상태를 평가해야하므
로, 지진하중은 인공 지진파가 아닌 자연 지진파를 사용
하였다. 적용한 지진파에 대한 특성치를 Table 2에 정리
하여 나타내었다.
Table 2. Seismic load data
No.

Events

Mag.

PGA(g)

Total Time (sec)

1

Imperial Valley

6.53

0.3267

11.14

2

Imperial Valley

6.53

0.2478

38.995

3

Kobe Japan

6.9

0.5093

40.95

4

San Fernando

6.61

0.0321

9.5

결 론

지진발생시 2차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수배전반의 전
력을 사건 발생 전 차단시키기 위한 지진감지 센서의 임
계치를 선정하고자 하였다. 시간별 응력과 유사한 양상을
가지는 지진감지센서 중 가속도계를 측정센서로 선정하였
다. 유한요소 해석을 수행하여 최대 응력이 발생하는 지
점의 응력-시간 관계곡선과 수배전반 내부 여러 지점에서
의 가속도-시간 관계곡선을 비교하여 센서값을 출력할 위
치를 결정하였다. 검토된 자연파 지진에 대한 가속도 임
계치는 0.25g와 0.50g사이에 분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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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지진감지센서 및 데이터 도출 지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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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는 수배전반의 위치에 따라 시간별 가속도가 다르
게 계산되기 때문에 유한요소 해석을 수행하여 최대 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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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체동역학해석을 통한 극심한 파랑에 대한 해중 터널의 운동특성 평가
Evaluation of Motion Characteristics of Submerged Floating Tunnels
under Harsh Wave Conditions by Hydrodynamic Analysis
김 승 준* · 원 덕 희**
Kim, Seungjun · Won, Deokhee
ABSTRACT
This study presents the behavioral characteristics of submerged floating tunnels under harsh environmental conditions. To
evaluate the dynamic characteristics of the submerged floating tube moored by tethers, hydrodynamic analysis was
performed in time-domain. To consider the irregular wave loading condition, JONSWAP wave spectrum was used with
specific significant wave height and peak period. For applying the irregular wave in the explicit dynamic analysis
procedure, equivalent regular wave components which have same wave energy were applied to the external force term
with random phases. According to this study, lateral and vertical motion can be effectively controlled by adjusting initial
tether angle and draft. Evaluation of fatigue damage of mooring lines can be conducted by analyzing the dynamic
structural stresses with appropriate S-N curves and stress concentration factors. This study also dealt with short-term
fatigue analysis for checking the tethers. According to this study, cumulative fatigue damage of the tethers is definitely
affected by the essential design factors such as design draft of the tunnel and tether arrangement.
Key W ords: submerged floating tunnel, hydrodynamic analysis, mooring, tether, offshore structure, fatigue

1. 서

론

해중 터널은 기존의 해상교량이나 해저터널 또는 침매
터널과 다른 새로운 해상교통수단으로 제안된 것으로, 육
상에서 미리 건조된 함체를 계획된 해역에 일정 수심 이
하에 계류시켜 이를 차량이나 열차가 통행로로 이용하게
된다. 해중 터널의 건설과정에는 해상교량과 같은 해상
교각공사가 불필요하고 해저터널과 같은 해저지반의 연속
적인 굴착공사 역시 불필요하며, 해중 터널의 주요 구조
물인 함체 및 계류선은 육상에서 모두 사전 제작이 가능
하고 단지 해상에서 설치작업만이 필요하므로 공사기간
및 비용 측면에서 상당한 장점을 갖는다. 해중 터널이 계
획된 해역에서 특정 수심 이하에 계류될 경우 필연적으로
조류나 파랑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게 된다. 특히 자중
보다 부력이 더 크게 설계할 경우, 이른바 과잉부력 상태
에 놓여 부유식 구조상태가 유지되는 경우 적절한 계류장
치가 없다면 환경하중에 의해 극심한 수직 및 수평 운동
이 발생할 수 있고, 이러한 상태가 되면 구조적으로 불안
정할 뿐 만 아니라, 차량이나 열차가 운행하지 못하는 사
용한계상태가 된다. 따라서 해중 터널의 설계 시에는 해
중 터널이 받게 되는 환경하중을 명확히 정의하고, 이에
대한 해중 터널의 운동특성을 정확히 해석해야 이에 대한
계류시스템의 설계가 가능하게 된다.
지금까지 노르웨이나 일본, 미국, 중국 등에서 해중 터
널의 개념설계가 지속적으로 제안되어왔다. 2016년 노르
웨이 교통국에서 2035년 완공을 목표로 한 새로운 고속도
로 노선에 해중 터널을 건설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 전 세계적으로 실제 건설된 사례는 없다. 해중

터널의 안전한 설계, 시공, 운영, 유지관리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부유식 해중 터널의 환경 하중에 대한 동적거
동해석기술이 필수적이고, 해석결과를 토대로 구조물의
최대응력 및 피로수명을 포함한 구조성능을 분석할 수 있
어야 비로소 해중 터널의 상세설계 및 시공이 가능할 것
이다. (Kim at el. 2016)
본 연구에서는 유체-구조동역학 해석기법을 통해 파랑
중 해중 터널의 동적 거동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극심한 환경조건을 고려하기 위해 100년 재현주기의 불규
칙 파랑을 주요 환경하중으로 고려하였고, 이를 수치적으
로 모사하기 위해 JONSWAP wave spectrum을 이용하였다.
시간이력 동적해석을 수행하여 해중 터널의 운동 특성을
분석하였고, 해중 터널의 주요 설계 인자가 해중 터널의
운동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또한, 해석 후 얻
은 계류선의 동적 응력을 분석하여 단기피로손상해석을 수
행하였다. 이러한 해석 결과, 해중 터널의 운동특성 및 계
류선 피로수명은 함체의 흘수 (draft), 계류선의 배치 간
격 및 배치각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것을 확인하였다.

2.

해석연구개요

본 연구에서 고려한 해중 터널 모델은 평균 수심
150.0m의 해역에 계류된 전체 길이가 1.0 km이고 외경이
19.4 m, 단위 길이 당 무게가 244.5 tonf/m인 과잉부력 상
태의 함체로 가정하였다. 계류선은 TLP (Tension Leg
Platform)의 계류시스템으로 적용하는 강관 형식의 텐던
부재 (Tendon)로써, 직경 0.533 m, 두께 0.04 m, API X70
grade 재질로 설계하였다.

* 정 회 원․ 대전대학교 건설안전방재공학과 조교수, E-mail: skim@dju.kr - 발표자
** 정 회 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연안방재연구센터 선임연구원, E-mail: thekeywon@kiost.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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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해석기법에서 모든 해석결과는 시간이력 반응으로
도출되고, 함체 및 계류선의 변위, 속도 및 가속도 그리
고 내력과 응력결과를 직접적으로 얻을 수 있어서, 이를
분석하여 강도 및 피로성능을 분석할 수 있다.

3.

Fig. 1 Analysis model
본 연구에서 고려한 환경 하중에 대해서는 100.0년 재
현주기의 불규칙파랑을 고려하였고, Fig. 2와 같이
JONSWAP wave spectrum을 통해 파랑 에너지함수를 구성하
였다. 본 스펙트럼을 통해 생성된 시간영역 유체구조동역
학해석에 적용된 불규칙 파랑에 대응하는 파고변화는
Fig. 3과 같다.

Fig. 2 Applied JONSWAP wave spectrum with 11.32 m
of significant wave height and 15.1 sec of peak period

해석결과

본 해석연구 결과, 흘수가 증가할수록 해중 터널의 변
위 및 속도, 가속도 등 운동량이 감소하는 것이 확인되었
다. 이는 흘수가 증가할수록 함체가 받는 파랑하중이 감
소함에 따른 것이다. 즉, 함체의 운동성을 고려할 때 흘
수를 증가시킬수록 유리한 측면이 있으나, 흘수의 증가는
함체가 받는 정수압의 증가를 야기하고 이는 함체 벽체의
설계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결정이 필
요하다.
또한, 계류선의 배치간격이 작을수록, 계류선의 기울임
각이 클수록 함체의 수평운동 제어에 유리한 것으로 나타
났다. 그러나 계류선 기울임각이 클수록 계류선에 의해
도입되는 수직방향 강성이 작아지므로 함체의 수직운동은
오히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따라서 계류선 장력
및 응력 역시 민감하게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 계류선의
기울임각이  일 때 장력 및 응력이 최소가 되는 것으
로 나타났다.
계류선의 피로성능 역시 함체의 운동에 미치는 영향인
자들이 모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계류선의 장력은
기본적으로 함체의 운동에 따라 직접적으로 변화하기 때
문에 결과적으로 함체의 운동을 최소화할 때 계류선의 피
로손상도 역시 최소화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유체-구조 동역학 해석을 통해 극심한
환경에서의 해중 터널의 운동 특성 및 계류선 피로성능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함체의 흘수 및 계류선의 배치형
태는 해중 터널의 운동성능 및 계류선 피로성능에 직접적
인 영향인자로써 작용하는 것으로 규명되어, 향후 해중
터널의 기본 및 상세 설계 시 매우 중요한 설계인자로 고
려되어야 하는 것으로 본 연구결과 도출되었다.

감사의 글
Fig. 3 Generated time-series wave height
본 유체-구조동역학 해석은 ABAQUS-AQUA를 통해 수행되
었다. 즉, 본 범용프로그램을 통해 함체 및 계류선을 3차
원 보요소로 모델링하고, 각 계류선의 상단부는 MPC
(multi point constraint)을 통해 함체의 각 계류선에 대
한 Porch 위치에 연결하고, 다른 한쪽단은 해저지반에 힌
지 연결하여 전체 구조물의 구속조건을 정의하였다. 또한
해저지반 및 자유수면의 높이를 설정하여 유체장을 구성
하고, 여기에 Fig. 2 및 Fig. 3과 같이 정의된 파랑정보
를 통해 포텐셜 이론에 입각하여 유체입자의 운동을 모
사, 함체와 계류선에 작용하는 동적파랑하중이 작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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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FRP-폴리머 모르타르 복합관의 관강성 추정
Prediction of Pipe Stiffness of GFRP-Polymer Mortar Plastic Pipe
이 재 호* · 원 용 석** · 김 선 희*** · 유 종 호**** · 윤 순 종*****
Lee, Jae-Ho · Won, Yong Seok · Kim, Sun-Hee · Yoo, Jong-Ho · Yoon, Soon-Jong
ABSTRACT
Recently, glass fiber reinforced polymer plastic (GFRP) pipes are increasing trend in using in the water-supply system
because of their advantages such as light-weight, corrosion resistance, etc. GFRP pipes discussed in this paper have
polymer mortar layer between filament winding glass fiber reinforced polymer plastic layers. So, GFRP pipe properties
such as pipe stiffness (PS) and equivalent modulus of elasticity (  ) for the design are complicated to predict or to
measure. In this study, we proposed the equation that can predict the equivalent pipe stiffness factor (EI) in relation to
PS and  using thickness of each material layer. The predicted result obtained by the equation proposed in this paper
is compared with experimental result. As a result, it was in the range of –5% to +2%. Therefore, it is found that the
proposed equation can be used to design GFRP pipe used in practice.
Key W ords: glass fiber, flexible pipe, equivalent stiffness, filament winding process

1. 서

론

기존의 상하수도관으로는 대부분 주철, PE, PVC로 제
작된 관이 주로 사용되었다. 최근 상하수도관의 노후화로
인하여 누수로 인한 지반침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그
로인해 부식저항성 및 내구성이 좋은 지중매설관의 개발
이 필요한 실정이다. 유리섬유복합관(glass fiber reinforced
plastic pipe, GFRP)은 경량성, 부식저항성, 관 내부표면조
도, 내구성이 좋은 재료로써 지중매설 구조물에 적합하
다. GFRP관은 구조적, 재료적인 특성으로 인하여 연성관
으로 분류되며, 연성관의 경우 지반과의 상호작용으로 인
하여 관강성(pipe stiffness, PS)이 구조적인 거동을 예측하
기 위한 주요한 변수가 된다. 이 연구에서는 GFRP관의
관강성을 효율적으로 예측하기 위한 식을 제시하여 그 결
과와 편평시험 결과를 비교, 분석하였다.

Fig. 1 Glass Fiber
2.2 연성관의 단면 설계
일반적으로 연성관은 Iowa formula (식 (1))를 사용하여
관강성을 계산한다.

2. 연성관의 설계


  


(1)

2.1 GFRP관 구성재료의 특성
GFRP관은 유리섬유 보강 플라스틱 및 폴리머 모르타르
로 구성되어 있다. Fig. 1과 같은 유리섬유는 단위중량당
강도 및 강성이 크고 부식에 대한 저항성 및 내화학성이
매우 우수한 장점을 갖고 있다. 이 연구에서 적용한
GFRP관은 두께 14mm 및 24mm 관이며 각각 모르타르는
8mm, 14mm, 유리섬유보강 플라스틱은 6mm, 10mm를 사
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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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는 탄성계수,  는 단면2차모멘트, 은 관의
반지름이다.
GFRP관은 Fig. 2와 같이 필라멘트 와인딩 공법(filament
winding process)으로 제작되며, Fig. 3과 같이 외부구조층,
중심 코어층, 내부 구조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외부구조
층과 내부 구조층은 보통 중심 코어층으로부터 대칭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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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하였을 때 하중값을 얻어 계산한다. 관강성을 구하는
식은 식 (4)와 같다.

   ∙ 
∆

(4)

여기서  는 하중, ∆ 는 5% 관변형(즉, 관의 처짐
량),  (≈1.078)는 관경에 따른 ASTM D 2412 (2010) 제
시값이다.

Fig. 2 Filament Winding Process

Fig. 3 Section of GFRP Pipe
위와 같이 두 재료를 사용하여 제작되는 경우, 식 (1)
에 바로 적용할 수 없으므로 등가탄성계수(  )가 필요하

Fig. 4 The Parallel Plate Loading Test

다. 이 등가탄성계수는 모멘트-곡률관계(식 (2))로부터
도출할 수 있으며 식 (3)과 같다.

편평시험을 수행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Table 2. Results of the Parallel Plate Loading Test







 
 


(2)
DN700
DN1200

여기서,  은 모멘트이며  , , ,  는 모르타르 및

Load
( )

Deflection
()

21.640
33.408

0.0357
0.0612

Pipe Stiffness
(  ) ( )
653.726
588.716

유리섬유 보강 플라스틱의 탄성계수 및 단면2차모멘트이다.

        

(3)

편평시험 결과와 2.3절에서 추정한 관강성과의 차이는
DN700관의 경우 +2.41%, DN1200의 경우 –5.06%가 발생하
였다.

여기서, 는 관의 전체 두께이며  은 모르타르만의 두
께이다.

4.

2.3 관강성 추정
식 (3)을 이용하여 이론적으로 관강성을 추정하면
stiffness factor (  )를 얻을 수 있으며, 식 (1)에 대입하여
관강성을 추정하면 Table 1과 같다.
Table 1. Prediction of Pipe Stiffness
Equivalent Modulus of
Elasticity
(   ) ()

Pipe Stiffness
(   ) ( )

DN700

18.103

637.975

DN1200

17.863

618.508

결 론

연성관의 관강성을 효율적으로 예측하기 위하여 두 재
료가 섞인 복합관 단면의 등가탄성계수를 계산하여 관강
성을 추정하였다. 모멘트-곡률관계로부터 추정하는 관강
성 추정방법은 약 –5 ~ +2%의 차이를 갖고 있음을 확인하
였으며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설계가 가능하도록 하는데
적용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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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식된 고장력볼트 이음부의 잔존 내하력에 대한 실험적 연구
An Experimental Study on Residual Load-Carrying Capacity
on Corroded High-Tension Bolted Connection
함 준 수* · 황 원 섭** · 수 타 진*** · 박 성 준****
Ham, Junsu · Hwang, Won-Sup · Su Thazin · Park, Seong-Jun
ABSTRACT
Corrosion is one of the most typical aging phenomena associated with long-term use of steel structures. Corrosion of
high-tension bolted connections causes problems such as reduction of thickness of member and relaxation of axial force
of high-tension bolt, thereby reducing load-carrying capacity of high-tension bolted connections. In this study, three
specimens were subjected to natural corrosion in order to evaluate the residual load-carrying capacity of high-tension
bolted connections where corrosion occurred. Two specimens were newly fabricated for comparison with the corroded
specimens. In addition, the static bending test was performed to compare and investigate the behavior characteristics of
the high-tension bolted connections and the final failure modes. The residual load-carrying capacity of the corroded
high-tension bolted connections was evaluated.
Key W ords: corrosion, high-tension bolted connection, residual load-carrying capacity, static bending test

1. 서 론

역까지 가력한 시험체로 자연환경에 노출을 통해 부식을 유
발하였다.

강구조물을 장기간 사용함에 따라 나타나는 대표적인 노
화현상으로 부식손상을 들 수 있다. 특히 고장력 볼트 이음
부는 염해환경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있고, 도장이 어렵기
때문에 부식에 매우 취약한 부분이다. 이처럼 고장력 봍트
이음부에 발생한 부식은 이음부의 내하력을 감소 시킨다.
강구조물의 부식에 대한 기존 연구는 김인태 등(2010)이
부식시편의 인장실험을 통해, 부식에 의한 두께 감소가 재료
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였으며, 부식이 주형보 또는 주
형 받침보 단부의 좌굴하중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였다.
Hosoi Yoshihiro(1994)는 고장력볼트의 부식 두께에 따른
축력의 변화를 검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부식이 발생한 고장력볼트 이음부의 잔존
내하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정적 재하실험을 수행하고, 강도
특성 및 최종 파괴형상을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2.2 실험장치 및 재하방법
Fig. 4는 부식된 고장력볼트 이음부의 실험 전경을 나타
낸다. 본 연구에서는 10,000KN 용량(최대스트로크 ±
500mm)의 UTM 1개를 사용하였다. 시험체는 3m간격으로 양단
지지 하였으며, 재하점은 1.2m간격으로 재하프레임을 사용
하여 2점 재하하였다.
재하방법은 Controller Box를 사용해 변위제어 방식으로
2mm/s의 속도로 재하 하였다.

2. 시험체 및 재하실험
2.1 시험체의 상세제원
부식된 고장력 볼트 이음부의 잔존 내하력을 평가하기 위
해 총 5개의 시험체를 제작 하였다.
Fig. 1의 Case-1과 Case-2의 경우 복부 이음판을 전단과
모멘트 이음판으로 분리시킨 형태이며, 시험체 중앙부에 수
평보강재를 설치하였다. Fig. 2의 Case-3과 Case-4의 경우
복부 이음판을 일체형으로 제작하였고, 중앙부의 수평보강
재를 제거하였다. Case-5의 경우 Case-2와 동일하게 이음판
을 분리시키고, 수평보강재를 생략한 형태로 Fig. 3와 같다.
여기서 Case-2와 Case-4, Case-5는 김희주(2007)이 탄성영
*
**
***
****

정 회 원․
정 회 원․
학생회원․
학생회원․

인하대학교
인하대학교
인하대학교
인하대학교

(a) Front view

(b) Side view

(c) Flange connection

(d) Web connection

Fig. 1 Shape of specimen (Case-1 & Cas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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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험 결과

3.1 고장력 볼트 이음부의 강도특성

(a) Front view

(c) Flange connection

(b) Side view

각 시험체의 중앙부 변위와 하중을 이용해 강도특성을
분석하였다. 실험에 의한 항복강도 P0는 Fig. 5와 같이 하
중-변위 관계곡선의 탄성구간 기울이인 k0와 k0/10가 서로
만나는 점으로부터 구하였다.

(d) Web connection

Fig. 2 Shape of specimen (Case-3 & Case-4)

Fig. 5 Determine P0
(a) Front view

(c) Flange connection

(b) Side view

(d) Web connection

Fig. 3 Shape of specimen (Case-5)

Fig. 6은 Case-1과 Case-2의 하중-변위 관계를 나타낸
것으로 Case-1의 경우 P0가 이론값과 거의 일치하였으며,
Case-2의 P0는 이론값보다 작게 나타났다. 이는 Case-2에
부식으로 인한 부재의 단면 감소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
하여 강도가 감소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때 Case-1의 P0는
1764.91kN이고 Case-2의 P0는 1612.65kN 이다.
Fig. 7은 Case-3과 Case-4의 하중-변위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Case-4는 부식이 발생한 시험체로 항복강도 Po는
1622.51kN으로 나타났으며, 이론에 의한 항복강도 Py에 비
해 약 0.86 작게 발생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Case-2와
같이 부식에 의한 단면 감소의 영향으로 판단된다.
Fig. 8은 Case-2와 Case-5의 강도특성을 비교한 것이
다. 두 시험체의 항복하중은 비슷하게 나타났으며, 수평
보강재가 있는 Case-2의 경우가 극한하중에 도달하는 시
점이 늦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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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load-displacement relation
(Case-1 & Case-2)

Fig. 4 Test setup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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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Failure shape (Case-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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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load-displacement relation
(Case-3 & Case-4)
Fig. 11 Failure shape (Cas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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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load-displacement relation
(Case-2 & Case-5)

Fig. 12 Failure shape (Case-4)

3.2 고장력 볼트 이음부의 파괴형상
Case-1과 Case-3은 부식되지 않은 시험체로 두 시험체
모두 플랜지 및 복부의 이음부에서 면외변형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Fig.9과 Fig.10과 같이 하중이 집중되는 상부
플랜지의 재하점에서 플랜지의 좌굴 파괴가 발생했다.
Case-2, Case-4와 Case-5는 부식으로 인하여 단면 감소
가 발생한 시험체이다. Fig. 11 ~ Fig. 13과 같이 이음판
이외의 복부에서 전단에 의한 좌굴파괴가 발생했고, 상부
플랜지의 하중 재하점과 수평보강재에서 좌굴파괴가 발생
했다. 세 시험체 모두 부식이 발생했음에도 이음판에서의
면외 변형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고장력볼트의 몸통과
이음판이 접하는 마찰면에 부식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부
식으로 인한 이음판의 두께 감소량이 작았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Fig. 9 Failure shape (Case-1)

Fig. 13 Failure shape (Case-5)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부식된 고장력볼트 이음부의 잔존 내하
력을 평가하기 위해 재하실험을 통해 강도특성과 최종 파
괴형식에 대해 비교·분석하였다.
(1) 고장력볼트 이음부의 강도 측면에서, 부식은 부재
의 단면 감소를 유발하고 이로 인하여 강도가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 부식에 따른 이음부의 파괴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이는 이음판에 의한 보강효과로 판단된다. 그러나 복부의
부식에 따른 좌굴파괴가 발생하였으며, 부식이 변형 성능
측면에서도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3) Case-2와 Case-5는 유사한 거동특성을 보이고 있으
며, 이를 통해 수평보강재 유·무에 따른 영향 고장력볼
트 이음부의 영향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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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요소해석을 통한 내외장재 폴리머 Lattice 적층 방안 도출
Optimization of Cladding Polymer Lattice Laminated System by Finite
Element Analysis
김 학 범* · 주 영 규**
Kim, Hak-Beom · Ju, Young K.
ABSTRACT
As demands for freeform structure were gradually increased, researches about various shapes of claddings have been
conducted. Particularly, claddings made from concrete easily made complex shapes. Because of this advantage, many
researches about manufacturing methods and light weight of concrete mainly have been conducted. For example ALC
(Autoclaved Lightweight Concrete) was the most popular claddings that had a great strength without aggregate and were
cured at high temperature and pressure conditions. This paper showed multi-layer reinforcement system, exactly 5 layers
polymer reinforcement method, that consisted of 3D printing material with low weight and high performance mechanical
properties. Finite element analysis were performed to predict the maximum deformations loaded by wind and self-weight.
Joints of analysis model were simplified as the pin joint. The variable of this analysis was the material arrangement of 3
layers located at center among exterior layer. Finally, the maximum deformations of analysis results were compared with
the limitations of claddings.
Key W ords: cladding, polymer, laminated reinforced structural system, finite element analysis

1. 서 론
최근 비정형 건축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여, 그에 맞
는 마감용 내외장재를 제작하는 연구에 대한 필요성이 더
욱 부각되고 있다. 기존 방식의 내외장재는 정형 구조 위
주로 설계되어 시공이 정밀하지 않고 소품종 맞춤형 제작
이 비경제적이므로, 다양한 비정형 형상 구현에 부적합하
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배근과 콘크리트 전부를 3D 프린
팅 기술로 출력하는 기술에 대한 연구가 진행중이다.

3D 프린팅 기술은 적층 가공(Additive Manufacturing)
방식이라 부르며, 컴퓨터 자동화로 폴리머를 층으로 쌓아
서 3차원 물체를 만들어내는 방식이다. 본 연구에서는 콘
크리트 층과 보강재 층을 번갈아가며 5층(layer)을 적층
하는 방식으로 제작한 외장재의 풍하중에 의한 거동을 기
존 기준과 비교하였다. 콘크리트 내외장재에서 폴리머 보
강재는 건조 수축, 온도 수축에 따른 패널 변형을 억제하
는 역할을 한다. 폴리머는 플라스틱과 유사하며, 내화학
성이 우수한 장점이 있어, 부식염려가 없고, 콘크리트 피
복 두께를 줄일 수 있다. 보강재를 효과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직경이 큰 보강재를 넓은 간격으로 배치하는
것보다 직경이 작은 보강재를 좁은 간격으로 배치하는 것
이 유리하다. 또한, 폴리머 보강재 설계는 편심으로 인한
하중 집중이나 탈락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배근을 대칭
으로 해야 한다.

2.

Fig. 1 Polymer Reinforced Method

유한요소해석

풍하중 및 자중에 의한 내외장재의 거동은 범용 유한요
소 해석프로그램인 ABAQUS/CAE 6.10을 사용하여 예측하였
다. 메쉬 크기는 연구에 사용할 3D 프린터 노즐 직경 10
mm와 동일한 정사면체로 설정하였다. 외장재는 1.0m ☓
1.0m ☓ 0.05m의 크기를 가지며, 지점 4곳은 핀 지점으로
각각 0.05m ☓ 0.05m의 크기를 갖는다. 지점조건은 핀 지
점으로 단순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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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PLA 폴리머, 압축부에는 콘크리트를 채운 모델이 변형
량이 가장 작은 것을 알 수 있다.
중간의 3층을 모두 폴리머 층으로 배치한 경우에는 오
히려 최대 변형량이 증가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외장재의
압축부는 콘크리트를 채우는 것이 외장재 거동에 효과적
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Table 3. Maximum Deflection
Fig. 2 Finite Element Analysis Details

Type

Model

Maximum
Deformation
(mm)

풍하중은 건축구조기준(2016)의 외장재설계용 풍하중
기준을 따랐으며, 그 값은 Table 1 과 같다. PLA 폴리머
와 시멘트 특성은 Table 2 에 있는 바와 같다.

ALC
Panel

1.495

p-c-c

1.754

Table 1. Wind Load

c-p-c

1.663

c-c-p

1.742

p-p-c

1.864

p-c-p

1.700

c-p-p

1.603

p-p-p

2.013

Property

Value
Je-ju island
With Medium
-rise Buildings
and houses
100 year

Even ground

Wind Seed

44 m/s

average in
10 minute

Building type

Low-rise
Building

Wind Pressure

0.003 MPa

Area
Return Period

Note

-

4. 결 론

No dependence
on height

본 연구에서는 유한요소 해석을 통해 풍하중이 작용할
때 5층 적층 방식 외장재 최대 변형량 확인을 통해 최적
의 폴리머 적층 방안을 도출하였다. 유한요소해석 결과
폴리머 적층 내외장재는 풍하중이 작용하는 면에서 2번째
층을 콘크리트로 채우고, 3,4번째 층을 폴리머로 채우는
경우가 최대 변형량이 1.603 mm로 가장 작았다. 기존 ACL
panel에 비해 변형량은 약 7% 정도 크지만, 제안된 적층
방식 외장재는 기준에 만족하며 부식 염려가 없고 균열
제어 효과가 있어 유용할 것으로 보인다.

Table 2. Material properties
Property
Density
Tensile Strength
Compressive
Strength
Tensile Failure
Young’s Modulus
Flexure Strength
Flexure Coefficient

PLA
1290 kg/m3
44.8 MPa

Cement
5500 kg/m3
-

44.8 MPa

5 MPa

50.1
3760
79.1
4080

MPa
MPa
MPa
MPa

Limitation : L/200 = 5 mm

0.44 MPa
1750 MPa
-

감사의 글

3. 유한요소해석 결과
최하단과 최상단 층은 콘크리트로 고정하였으며, 가운
데 3개의 층(layer)을 변수로 설정하였고, Table 3 과 같
이 콘크리트를 채운 층은 c, 폴리머를 채운 층은 p 로 각
각 표기하였다. 예를 들면 c-p-c는 최하단과 최상단 층은
콘크리트로 채우고, 가운데 3개의 층중에 2번째와 4번째
층은 콘크리트로, 3번째 층은 폴리머로 채워져 있다.
각각의 모델에 대해 풍하중, 자중이 작용하는 경우 최
대 변형량은 Table 3 과 같다. 경량기포콘크리트 패널구
조 설계기준(1997)에 따르면, 벽체의 변형량은 주요지점
간 거리의 1/200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8가지 경우 모두
최대 변형량이 주요지점간 거리 1 m의 1/200인 5 mm 이하
로 위 설계기준에 만족한다. 이중 c-p-p 모델이 최대 변
형량 1.603 mm로 가장 작다. 5층 적층 외장재의 인장부에

이 연구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의 도시건축연구사업
(17AUDP-B121595-02)의 연구비 지원으로 수행되었으며,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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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온에 노출된 대형합성기둥의 잔존면적에 대한 수치해석 연구
Numerical Study of Residual Areas for Mega Composite Columns
Exposed to Elevated Temperatures
민 정 기* · 염 경 수** · 최 성 모***
Min, Jeong-Ki · Yom, Kyong-Soo · Choi, Sungo-Mo
ABSTRACT
This study develops numerical model of mega composite columns in fire and investigates the residual areas below 500℃
after 3 hours. In order to perform heat transfer analysis, thermal properties of steels and concrete were adopted from
Eurocodes. In addition to, the temperature distributions of composite columns with respect to fire tests were compared
with numerical analysis results. As a result, the residual areas below 500℃ of mega composite columns were evaluated.
Key W ords: M ega Composite Column, Heat Transfer Analysis, Residual Areas

1. 서

론

강관을 콘크리트로 충전한 CFT 기둥(Concrete Filled
Steel Tubular Column)은 폐단면 부재로 휨모멘트를 부담
하는 강관이 외측에 있고, 축력을 부담하는 콘크리트가
내측에 있어 강관이 내부 콘크리트를 구속하는 한편 콘크
리트가 강관의 국부좌굴을 막아주는 효과에 의하여 강도
와 에너지 흡수 능력이 우수한 구조시스템이다.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추가 스티프너 설치가 필요하고, 두께
와 상관없이 4개의 판을 모서리면에서 용접하기 위한 특
수장비의 필요로 인해 대량생산을 위한 제작성이 저하되
어 이를 극복하고자 추가의 용접을 생략할 수 있고 콘크
리트 부착력이 더 우수한 용접조립 각형 CFT 구조가 개발
되었다(Goh & Yom, 2012).
그러나 기존에 개발된 용접조립 각형 CFT 구조는 크기
에 제한이 있어(최대 : 618mm × 618mm) 다양한 구조물에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4개의 요소로 조합된 BOX형
기둥의 특성상 모멘트 골조의 접합부 구성에 제한이 있어
기존의 충전강관기둥의 한계를 극복하고 장점을 활용할
수 있는 신형상 대형 각형기둥을 개발하였다(Fig. 1).
일반적으로 폭이 작은 합성기둥은 화재 발생 시에 전

Fig. 1 Plan and Section View of Cold Forming Welded
Built-up Square Mega Composite Column

단면에 걸쳐 고온의 영향을 받는 것에 반해 폭이 큰 기둥
은 넓은 단면적으로 인해 전체적으로 영향을 받는 부분이
강재를 포함한 최외곽을 중심으로 한정되어 있어 내부 콘
크리트의 많은 부분이 500℃ 이하를 유지하여 내화피복이
없는 경우에도 화재 시 쉽게 붕괴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
할 수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합성기둥의 내화성능을
평가하기 위해서 기둥가열로를 사용하고 있으나 하중의
한계와 함께 내화시험이 가능한 부재의 폭이 600mm로 제
한되어 있어 대형 합성기둥의 내화성능에 대한 정량적 평
가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폭 1 m 이상의 대형합성기둥에
대해 무피복 상태에서 내화성능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기존의 무피복 내화실험 결과와 비교를 통해 유한요
소해석 결과와의 차이를 확인하고 열전달 해석을 수행하
여 이를 해석적으로 분석하였다.

2.

열전달 해석

2.1 해석 모델링 검증
본 논문에서는 해석의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해 기존에
수행된 무피복 내화실험체를 대상으로 유한요소해석 모델
을 개발하고, 내화실험 결과(Kim et al., 2014)와 비교하
였다. 내화실험에서는 총 8개의 내부 앵커형 용접조립각
형 강관 기둥이 사용되었으며, 단면형상은 각형으로 폭
300mm에 6mm 두께의 SM490 모서리 강재가 사용되었으며,
콘크리트 강도는 40MPa이 적용되었다. 8개의 내화실험체
중 피복을 적용하지 않고 콘크리트 내부에 강섬유가 혼입
되지 않은 실험체 결과를 비교하였다.
해석 모델에서는 유로코드(EC2; 2004, EC3; 2005)에서
제시하고 있는 콘크리트와 강재의 열특성이 사용되었으
며, 강섬유는 모델링에 고려하지 않았다. 또한, 고온에

* 정 회 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삼척실화재시험연구센터 선임연구원, E-mail: jkm927@kcl.re.kr - 발표자
** 정 회 원․ ㈜액트파트너 소장, E-mail: yks100nav@naver.com
*** 정 회 원․ 서울시립대학교 건축학부 건축공학전공 교수, E-mail: smc@uos.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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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Temperature Distributions of Mega Composite
Columns after 3 hours

3.

본 논문에서는 화재에 노출된 대형합성기둥의 3시간 이
후 잔존면적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화재 후에 대
형합성기둥의 잔존면적을 정량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으
며, 내화실험을 통해 좀 더 정확하게 검증 할 예정이다.

Fig. 3 Comparison of Temperature Distribution between
Test and Numerical Results
며, 복사 경계조건으로 강재의 방사율(ε)은 0.7, 콘크리
트의 방사율(ε)은 0.8, 스테판-볼츠만 상수(σ)는
5.67×10-8W/m2K4로 적용하였다.
Fig 2는 해석을 통한 각 시간별 온도분포 결과를 나타
내며, Fig. 3은 온도가 측정된 지점(강재 표면, 콘크리트
코너, 리브, B/4 지점, 중앙부)에서 내화실험 결과와 해
석 결과의 비교를 나타낸다. 전체적으로 해석결과는 내화
실험결과보다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2.2 대형합성기둥의 내화해석
해석 모델을 기초로 대형합성기둥에 대한 내화해석을 수
행하였다. Fig. 4는 각각 크기가 다른 합성기둥에 대한 내
화해석 결과로 단면의 크기가 클수록 100℃ 이하 면적(파란
색)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한 화재 3시간 후
500℃ 미만의 잔존면적 비율은 Table 1에 나타내었다.
Table 1. Dimensions of Mega Composite Columns and
Residual Area after 3 hours fire exposure
해석
모델명
RMCC-1000-N
RMCC-1200-N
RMCC-1400-N
RMCC-1600-N

코너
잔존면적
기둥 폭 후판의 두께
앵글의 두께 비율
(㎜)
(㎜)
(%)
(㎜)
1,000
40
10.5
74.9
1,200
40
10.5
83.7
1,400
40
10.5
83.4
1,600
40
10.5
85.1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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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C를 이용한 RC 기둥 내진성능평가
Evalution of RC Column Seismic Performance using TRC
장 준 호* · 김 승 직** · 김 시 윤*** · 신 상 영****
Chang, Chun-Ho · Kim, Sung-Jig · Kim, Si-Yun · Shin, Sang-Young
ABSTRACT
The paper presents an experimental evaluation of RC columns retrofitted by TRC(Textile fabric Reinforced Concrete).
TRC were made using textile fabric fiber and self leveling mortar. A total of three specimens was constructed and was
performed cyclic loading test. One specimen was a non-retrofitted column, while others were retrofitted with textile fabric
and sheet type fiber. By comparing with non-retrofitted specimen, the maximum strength and ductility of retrofitted RC
column was improved compared to non-retrofitted RC column.
Key W ords: TRC, Retrofitted, RC Column

1. 서 론
국내에서도 최근 발생한 경주지진(2016) 이후 내진설계
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국내 내진설계 기준은
1988년부터 시행되어 2015년에 이르러서 3층 이상 건물까지
적용이 확대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규정들이 신설 구조물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있다. 기존 구조물은 지진에 대한 위험
성에 노출되어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 구조물 및 1차 손상이 발생한
구조물을 보수·보강하기 위해 개발된 TRC를 이용하여 RC
기둥의 내진성능평가를 위해 반복가력시험을 수행하였다.

TRC 및 아라미드 섬유 시트 보강은 Fig. 1과 같이 보강
을 하였다. TRC는 프리케스트 형식으로 미리 제작되어진
보강재를 Fig.1(A)와 같이 에폭시를 이용하여 조립을 통
해 구속능력이 충분하도록 일체화를 시켰고, 하중이 집중
될 수 있는 모서리 부분은 전단키를 이용해 Fig.1(B)와
같이 보강하였다. 아라미드 섬유 시트는 Fig.1(C~D)와 같
이 시중에 많이 사용되어지는 보강방법 중 하나인 랩핑
방법을 적용하여 충분한 경화를 통해 보강하였다.

2. 실험 개요 및 결과
2.1 실험 계획 및 방법
A) TRC 부착

본 연구에서 구조물 보강재로 사용된 TRC는 3D 형상의
UHMWPE섬유와 자기수평 모르타를 이용하여 제작되었다.
또한, 현재 보강제품으로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는 아라미
드 섬유를 이용하였다.
또한, TRC 및 아라미드 섬유 보강을 통한 RC 기둥의 거
동을 분석하고자 TRC, 아라미드 섬유 보강 및 무보강에
따라 Table 1과 같이 총 3개의 실험체를 제작하였다. 제
작된 RC 기둥은 실험실의 여건에 따라 1/3 축적을 적용하
여 설계하였으며, 콘크리트 압축강도 및 철근 SD400의 인
장강도는 각각 27 MPa 및 400 MPa이다.
Table 1. Specimens Detail (Unit : mm)
실험체명

보강유형

NRF
ARF
3DRF

무보강
아라미드 섬유
TRC

단면
크기
200x200
200x200
200x200

기둥 높이
600
600
600

B) 전단키 설치

C) 아라미드 섬유 랩핑
D) 접착제 경화
Fig. 1 RC Column Retrofitted Process
무보강 및 보강된 기둥의 내진성능평가를 위한 반복가
력실험을 수행하기 위하여 주철근 및 전단철근에 20개의
변형률 측정장치를 설치하였으며, 각 실험체의 상부 상대
변위를 측정하고자 Fig. 2와 같이 RC 기둥의 상부 및 기
초의 상/하부에 LVDT를 설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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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Cumulative Energy Dissipation Relationship
Fig. 2 Setting of Specimen
2.2 실험결과
본 연구에서 TRC 및 아라미드 섬유 시트를 적용한 RC
기둥의 내진성능평가를 수행하기 위하여 무보강 실험체와
비교하여 최대강도, 연성도 및 에너지 소산능력을 분석하
였다.

Fig. 4와 같이 각 실험체에 대한 누적에너지 소산능력
을 분석한 결과, 무보강 실험체의 경우 층간변위비가 4%
일 때 최대하중을 나타내고 그 이후로 급격한 하중이 감
소를 보였지만, TRC 및 아라미드 섬유보강을 통한 RC 기
둥에서는 높은 연성으로 인하여 하중의 감소가 크게 나타
나지 않았다. 따라서, 무보강 실험체와 비교하여 TRC 및
아라미드 섬유 보강 실험체의 누적에너지 소산능력은 각
각 142% 및 172% 증진되었다.

3. 결 론

Fig. 3 Force-Drift Ratio Relationship
Fig. 3와 같이 하중-층간변위비에 따른 관계를 분석한 결
과, TRC 및 아라미드 섬유 보강을 통한 RC 기둥의 최대강도
는 95.4kN 및 88.99kN으로 무보강 실험체의 최대강도 80kN
과 비교하여 각각 19.25% 및 11.24% 강도 증진이 되었다.
Table 2. Ductility of Specimens (Unit : mm)
실험체명

항복변위

극한변위

연성비

NRF

5.87

12.55

2.14

ARF

4.63

22.44

4.85

3DRF

3.52

21.25

6.04

본 연구에서 TRC를 적용한 RC 기둥의 내진성능평가를
목적으로 비교 분석을 위하여 무보강 실험체 및 아라미드
섬유 보강을 통한 RC 기둥의 반복가력실험을 수행하였다.
각 실험체에 따른 실험 분석 결과, TRC를 적용한 RC 기둥
의 최대강도 및 연성능력은 무보강 실험체 및 기존의 아
라미드 섬유 보강 실험체와 비교하여 높은 증진효과를 나
타났다. 따라서, 구조물 보강을 위한 TRC는 비내진 구조
물 및 1차 손상된 구조물의 강도 및 연성능력을 증진 시
킬 수 있는 보강재로 활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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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모듈 설치각도에 따른 FRP 수상 태양광발전 구조물의 구조성능평가
Structural Performance Evaluation of FRP Floating PV Generation
Structures According to the Placement Angle of Solar Module
최 진 우* · 이 승 후** · 서 수 홍*** · 황 성 태**** · 주 형 중*****
Choi, Jin-Woo · Lee, Seng-Hoo · Seo, Su-Hong · Hwang, Seong-Tae · Joo, Hyung-Joong
ABSTRACT
Floating PV generation system, renewable energy power plant, is able to overcome the disadvantages of ground PV
generation system and improve generating efficiency. The frame structural system is an established technology among a
diversity of structural technologies which has been developed for related fields. In this paper, the both structural safety
and characteristics of floating PV generation structures depend on the different placement angle of solar module are
investigated to improve the commercial viability, the structural safety, and characteristics of floating PV generation
structures. In addition, for the estimation of structural safety, FE analyses are conducted. From the results, the lower
placement angle of solar module improves the structural safety of floating PV generation system.
Key W ords: Floating PV generation, Placement angle of solar module, Structural safety, FRP

1. 서

론

우리나라와 같이 화석연료의 의존성이 큰 나라에서는 신
재생에너지 활성화 정책에 부합하고 경제성을 고려할 경우
대규모의 태양광발전소는 필연적인 선택일 수밖에 없다. 그
러나 면적집약적인 태양광발전 산업의 특성상 대규모의 태
양광발전소는 토지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임야나 농지
에 설치하는 것이 대부분이며, 그에 따른 환경적, 사회적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즉, 산림을 훼손하는 태양광발전
사업은 친환경 녹색에너지라는 신재생에너지의 본래 취지
와는 상당한 이견이 있기 때문이다(Joo, et al., 2013).
수상 태양광발전은 대규모 지상 태양광발전의 환경파괴
문제점을 해결하고 동시에 유휴수면을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개발된 기술이다. 수상 태양광발전은 태양광모듈 설치
시 하부의 경계조건이 불안정하여 이를 고려한 설계가 필수
적이다. 따라서 수상 태양광발전은 Fig. 1에 나타낸 것과 같
이 태양광발전 기술과 부유식 구조물(floating structure)
기술을 융합한 새로운 개념의 발전방식이라 할 수 있다
(Joo, et al., 2013).

Fig. 1 Concept of Floating PV Generation Structures (Joo, et al., 2013)
*
**
***
****
*****

정
정
정
비
정

회
회
회
회
회

원․
원․
원․
원․
원․

현재 국내에 개발되어 있는 수상 태양광발전 구조물은
구조물의 형상에 따라 독립부력체 방식과 프레임 방식으
로 구분되고 있다(Yoon, 2014).
독립부력체 방식은 1기의 구조물에 태양광모듈 1장을
설치하고 각 모듈을 연결시공하는 방식으로서, 비경제적
이고 태양광모듈의 치수에 따라 부력체를 차별화하여 생
산하기 때문에 표준화 및 양상화 시스템 구축이 어렵고,
태양광모듈의 설치각이 제한적이다. 또한, 대다수가 PE
(polyester)로 제작되기 때문에 부력체 내부를 충진하지
않을 경우 부력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기 어렵고, 강도
등의 역학적 성질이 취약하여 구조적 안전성 측면에서 개
선의 여지가 크다.
이에 반해 하중전달에 따라 구조재를 배치하는 프레임
방식은 일정규모의 단위구조물을 수상에서 연결철물 등을
이용하여 연결시공하는 방식으로서 경제적이고, 전통적인
구조물 제작 방식을 적용하여 태양광모듈의 치수 및 설치
각에 따라 구조물의 형상을 변경하기에 유리하고, 구조적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태양광모듈의 후면 공간 확
보가 용이하기 때문에 수상효과(통풍 냉각, 산란파 등)를
기대할 수 있어 발전량 증가를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구조적, 경제적, 유지관리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
고 있다(Yoon, 2014). 독립부력체 방식과 프레임 방식의
예는 Fig. 2에 나타내었다.
태양광발전은 태양광모듈의 성능 및 용량뿐만 아니라
일사량, 기온, 주변 지형의 특성 및 태양광모듈의 설치각
등의 외부적 요소에 따라 발전효율의 차이를 나타낸다고
알려져 있다. 즉 태양광모듈의 설치각이 태양광 입사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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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각이 될수록 발전량은 증가하게 된다. 그러나 수상 태
양광발전의 경우 태양광모듈의 설치각이 증가할수록 구조
물이 기계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구조물의 자재비가 증가
하기 때문에 초기 사업비 또한 증가하게 된다. 예로서 태
양광모듈의 설치각도에 따른 발전량의 관계는 Fig. 3에
나타내었다(Yoon, 2014). 이 연구는 구조안전성과 경제성
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수상 태양광발전 구조물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의 일부로, FRP (Fiber Reinforced
Polymeric Plastic) 프레임으로 제작한 수상 태양광발전
구조물의 설치각도에 따른 구조안전성을 검토하였다.

(a) 12°

(b) 30°

Fig. 4 Floating PV Generation Structures
수상 태양광발전 구조물은 태양광모듈의 설치각에 따라
음영을 회피하기 위해 이격거리가 다르다. 태양광모듈의
설치각도에 따른 이격거리는 식 (1), Fig. 5와 같이 구하
며(Joo, et al., 2013), 식 (1)을 통해 구한 이격거리는
Table 2에 정리하였다.

(a) Independent Buoy
(b) Frame System
Fig. 2 Floating PV Generation Structures according to
Structural Characteristics (Yoon, 2014)

°  
  × 


(1)

Fig. 5 Distance between Solar Modules (Joo, et al., 2013)
Fig. 3 Relationship between the Placement Angle of Solar
Module and the Generation Ratio in Busan (Yoon, 2014)

Table 2. Distance between Solar Modules

2. 수상 태양광발전 구조물
이 연구의 수상 태양광발전 구조물은 FRP 부재를 활용하
여 구성하였다. 대다수의 구조재는 모두 펄트루젼 FRP
(Pultuded FRP, PFRP)를 사용하였고, 태양광모듈에 작용하
는 풍하중 및 적설하중등의 외부하중을 구조재로 전달하는
수직부재는 SMC (Sheet Molding Compound) FRP를 적용하였
다. 또한 태양광모듈의 설치각은 12°,15°, 20°,30°로 구성하
였다. 수상 태양광발전 구조물을 구성하는 PFRP와 SMC FRP
의 역학적 성질은 기존 연구(Choi, et al., 2014)를 참고
로 하여 Table 1에 나타내었으며, 태양광모듈의 설치각을
12°, 30°로 구성한 수상 태양광발전 구조물의 형상은 예로
서 Fig. 4에 나타내었다.
Table 1. Mechanical Properties of FRP (Choi, et al., 2014)
Material
Elastic Modulus (GPa)
Tensile Strength (MPa)
Shear Strength (MPa)
Poisson’s ratio (mm/mm)
3
Unit Weight (kN/m )

PFRP
33.28
402.58
79.20
0.25
18.42

SMC FRP
14.33
72.36
34.47
0.25
18.42

Placement Angle (, °)

Distance (d, m)

12

2.827

15

3.026

20

3.341

30

3.891

식 (1)에서, 는 태양광모듈의 이격거리, 은 태양광모
듈의 길이, 는 태양광모듈의 설치각도,  는 그림자의 경
사각으로 일반적으로 겨울철 동지 발전한계시각에서 태양
고도에 대한 각도를 적용한다. 또한 Table 2에서 태양광
모듈의 길이( )은 1,956  , 그림자의 경사각(  )은 24°
로 가정하였다.

3.

태양광모듈 설치각도에 따른 구조 안전성

태양광모듈의 설치각도에 따른 수상 태양광발전 구조물
의 구조안전성은 범용유한요소해석 프로그램인 MIDAS
Civil 2012 (2012)를 사용하여 검토하였으며, FRP 구조재
는 프레임 요소(frame element), 태양광모듈은 판요소
(plate element)를 적용하였다. 경계조건은 부력체 설치
위치를 단순지지로 가정하였다. 유한요소해석모델은 Fig.
6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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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는 최대설계기본풍속 45m/s에 대한 풍하중 및 적설
하중을 적용하였다. 또한 풍하중은 기존 연구(Choi et al.,
2009)를 참고로 하여, 구조물에 가장 불리하게 작용하는
방향으로 재하하였으며, 적설하중은 중력방향으로 재하하
였다. 유한요소해석에서 적용한 자중, 풍하중, 적설하중은
Table 4에 정리하였으며, 풍하중 재하방향은 Fig. 7에 나
타내었다.

(a) 12°

(b) 15°
Table 4. Applied Load

(c) 20°

Load case

Magnitude

Wind load

2

2.39kN/m

Snow load

0.24kN/m2

Solar
module
Buoy

(d) 30°
Self
weight

Fig. 6 FE Model

Frame
Fig. 6에서 각 구조물은 태양광모듈의 배치각과 Table 2
에 나타낸 이격거리를 반영하였으며, 그 외의 부재는 유사
한 구성으로 설계하였다. 또한 태양광모듈 뒷면에 배치된
사재는 구조물의 비틀림하중(torsional load)과 횡하중
(lateral load)에 대한 저항성을 확보하기 위해 배치한 부
재로서 구조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일정 이상의 설치각
도를 확보하여야 한다. 따라서 태양광모듈을 20°, 30°로
배치한 구조물은 사재를 “X”자 형태로 배치하였으며,
12°, 15°로 배치한 구조물은 사재를 “∧”자 형태로 배
치하여 구조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각
부재의 단면형태는 Table 3에 나타내었다. Table 3에서 하
부받침부재(Under Support member, ③)은 단면2차모멘트가
유사한 동일단면으로 설정하였으며, 수직부재(Vertical
member, ⑤)는 최소단면을 기준으로 설정하였다.

0.25kN/EA

Remark
Design wind speed:
45
Size(mm):
1,956×988×45

3

0.69kN/m

12°

1.36kN

15°

1.39kN

20°

1.44kN

30°

1.53kN

Fig. 7 Loading Drection of Wind Load
각 구조물의 안전성은 허용응력설계법(Allowable Stress
Design)을 적용하여 검토하였으며(Strongwell, 2010), 거동
특성에 따른 안전율을 적용한 PFRP와 SMC FRP 부재의 허용
응력은 Table 5에 정리하였다.
Table 5. Allowable Stress

Table 3. Cross-Section
No.

Name

Dimension

Material

①

Main member

I-70×70×6×6

PFRP

②

Under Support member

I-75×66×6×6

PFRP

③

Upper Support member

I-70×70×6×6

PFRP

④

Vertical member

⑤

Diagonal

I-70×70×6×8 SMC FRP
P-30×4

Material

PFRP

SMC FRP

S.F.

Tension (MPa)

201.29

36.18

2.0

Compression (MPa)

134.19

24.12

3.0

Shear (MPa)

26.40

11.49

3.0

Flexure (MPa)

161.03

28.94

2.5

PFRP

작용하중은 구조물, 태양광모듈, 부력체 등의 자중과 설
계기준(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 2009)에서 제시

해석결과, PFRP 부재는 인장응력과 압축응력은 매우 작
게 발생하는 반면 전단응력과 휨응력은 상대적으로 크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대응력은 주부재(①)
에서 발생하였으며, 태양광모듈의 설치각도가 증가함에
따라 전단응력은 허용응력의 약 96.9%~111.1%, 휨응력은
약 50.1%~65.9%로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또한 태
양광모듈 각도가 15°이상일 경우 전단응력에 의해 설계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현
상은 이격거리 확보를 위해 주부재의 길이가 길어지고 그
에 따라 주부재의 비지지길이가 증가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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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C FRP 수직재는 인장응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압축응
력은 허용응력의 약 27.7%로 태양광모듈의 설치각도와 관계
없이 일정하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현상은 태양광모듈의
설치각도와 관계없이 수직재는 태양광모듈과 수직으로 배
치되며, 태양광모듈로부터 동일한 하중이 전달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태양광모듈의 설치각도가 증가함에
따라 전단응력은 허용응력의 약 5.2%~0.6%, 휨응력은 약
39.8%~11.8%로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수직
재에서 발생하는 전단응력과 휨응력은 정량적으로 매우 작
으며, 수직재는 시공성의 편의를 위해 주부재 연결면의 단
면이 더 크게 제작되는 변단면 부재로 제작되기 때문에 실
제 작용하는 전단 및 휨응력은 더 작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수직재에 작용하는 전단응력과 휨응력은 PFRP에 작
용하는 전단응력과 휨응력에 비해 설계에 미치는 영향이 작
을 것으로 판단된다.
구조해석 결과, 태양광모듈의 설치각도가 감소할수록 구
조적 안전성이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따라서 태양광
모듈의 설치각도가 작을수록 구조물의 안전성이 증가하고,
효율적인 단면설계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수직재의 형상 예는 12°설치시를 기준으로 Fig. 8에 나타
내었으며, PFRP와 SMC FRP의 구조검토 결과는 Table 6, 7에
각각 나타내었다.

Fig. 8 Vertical Member (Placement Angle 12°)
Table 6. Analytical Results (PFRP)
Placement Angle (°)
Max
Tension
Allow
Max
Compre
-ssion
Allow
Max
Shear
Allow
Max
Flexure
Allow
Remark

12
0.73
5.34
25.59
80.62
OK

15
20
1.01
1.93
201.29
5.11
2.62
134.19
26.93
27.83
26.40
81.84
94.26
161.03
NG
NG

30
2.26
2.89
29.32
106.18
NG

4.

이 논문에서는 태양광모듈의 설치각도에 따른 구조물의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해석적 연구 내용을 정리하였으
며, 동일 단면을 적용할 경우 설치각도가 낮을수록 구조
안전성이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5°이상으로 설치된 구조물은 설계기준에서 제시
하고 있는 허용응력에 대한 안전성을 만족하지 못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구조재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서는 단면이 증가하고 그에 따른 경제성이 감소한다. 또
한 태양광모듈의 발전효율을 결정하는 요소는 태양광모듈
의 설치각도 외에도 일사조건, 지형조건, 태양광모듈의
성능 등 매우 다양하다. 따라서 초기 건설비용, 발전효율
및 구조적 안전성을 모두 만족할 수 있는 구조물을 설계
하기 위해서는 발전효율에 대한 데이터 구축, 태양광모듈
설치각도에 다른 구조설계 등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
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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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Analytical Results (SMC FRP)
Placement Angle (°)
Max
Compre
-ssion
Allow

12
6.68

Max
Allow
Max
Flexure
Allow
Remark

0.60

Shear

15
6.68

20
6.68

30
6.68

24.12

11.52
OK

0.37
0.16
11.49
8.79
5.16
28.94
OK
OK

결 론

0.07
3.41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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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분야 복합신소재 응용기술 현황 및 전망
Trend and Outlook on the Application Technologies of
Advanced Composite Materials in Construction
지 효 선* · 천 경 식**
Ji, Hyo-Seon · Chun, Kyoung-Sik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s the trend on application technologies of advanced composite materials and outlook on research
development to the challenges associated with innovative applications of advanced composite materials in construction: 1)
initiation of new construction materials; 2) development of rehabilitation techniques for aging infrastructural systems; 3)
implementation of greener construction approaches; and 4) introduction of multifunctional advanced composite materials.
This fundamental investigation will assure wide field implementation of advanced composite materials in construction.
Key W ords: advanced composite materials, trend, outlook, application technology, construction

1. 서 론
오늘날까지 토목, 건축 분야의 건설공사에는 주로 콘크
리트 및 강재 등이 구조용 재료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최근
산업이 발전함에 따라 선진국을 중심으로 초대형 건설 프로
젝트가 추진됨으로써 구조물 대형화 및 중량과 부식, 경과
년수의 증가로 인한 성능개선을 위한 유지관리의 보수․보강
기술(공법)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에 따라 복
합신소재를 건설에 응용하기 위한 노력들이 활발하게 진행
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에 대한 관심이 미비하고 관련기술이
지극히 초보적인 수준에 있다. 구조물의 초고층화, 초장대
화, 초대형화로 이어지는 고도의 건설 산업에서 고성능, 고
강도, 고기능과 고품질의 복합신소재는 건설기술에 경쟁력
을 가져다 줄 매력적인 소재임에는 틀림없다. 지금이라도
우리는, 실 구조물(교량, 건축 등) 에 적용하려는 노력이
어느 때보다 가장 필요하다.
그러므로 건설 특히, 교량 중심 복합신소재 분야의 선진
국 기술동향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의 연구개발
방향을 조명해보고자 한다.

2. 기술현황
복합신소재 선도기업은 비교적 짧은 길이의 교량에 적
용될 수 있는 바닥판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미국의
SRTONGWELL, Martin Marietta Composites, Creative
Pultrusions사들이 주로 복합신소재 교량 바닥판 및 교량
상부구조 형식 개발을 선도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의
Huges Brothers 사는 전문 GFRP Re-bar를 철근 대체용으로
적용할 수 있는 Aslan FRP 제품을 개발, 생산하여 내부식
성이 요구하는 콘크리트 구조물로 그 적용범위를 넓히고

있다. 유럽 덴마크의 Fiberline Composites사는 인발공정
을 이용한 다양한 건설구조 형식을 개발 생산하고 있는
데, 특히 사장교와 같은 케이블 교량에도 적용이 가능한
복합신소재 구조부재 및 그 시공법을 제시하고 있다. 오
스트레일리아의 Wagner Fiber Composite Technologies 사
는 중소형 규모의 경간을 갖는 교량 건설에 적합한 복합
신소재 구조형식을 개발하고 있다.
스위스 연방연구소는 교량건설에 대한 복합신소재의 장
래 이용에 관한 연구를 실시하여 왔다. 여러 보고서 가운데
기존 교량을 보강하는 방법에 대한 안이 흥미롭다. 기존 교
량 보강을 위해서 탄소섬유 적층판이 사용될 경우 강판을
사용한 경우와 비교해서 약 20% 저렴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복합신소재의 여러 가지 장점에 추가해서 저렴한 가격이란
사실은 획기적인 것임에 틀림없다. 1987년의 보고서에 의하
면 미국 내의 교량 560,000개 중 약 60%가 구조적 결함 또
는 기능상으로 노후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강교의 부식, 콘
크리트 속에 묻혀있는 철근은 전기화학적 작용에서 일어나
는 부식을 피할 길이 없다. 1979년 미국 표준국 조사 보고
서에 의하면 부식과 관련된 손실은 년간 약 820억불로서
GNP의 약 4.9%에 해당된다고 조사되었다.
교량 수명을 100~120년으로 고려할 때 유지, 보수 문제는
심각하다. Smart Structure 개념을 도입한 복합신소재 구조
는 이러한 문제를 쉽게 해결한다. 재래식 교량의 유지, 보
수는 대부분 극심한 교통량의 폭주 중에 진행되는 것을 흔
히 볼 수 있다. 복합신소재 교량에는 이러한 문제가 없다.
또한, 재래식 교량의 건설 공기는 몇 달 또는 몇 년을 이야
기 한다. 하지만 복합신소재 교량의 건설 공기는 몇일로 이
야기 한다. 아울러, 복합신소재 교량중량은 재래식 구조의
10% 내외로, 중장비 운영방법이 크게 달라진다. 아울러 10%
정도의 경량의 상부구조는 하부구조 공사비를 크게 절감시
킬 수 있다.

* 정 회 원․ 대원대학교 교수, E-mail: hsji@daewon.ac.kr
** 정 회 원․ 포스코건설 엔지니어링본부 기술혁신실 차장, E-mail: chunkspe@poscoenc.com - 발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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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omparison of Mechanical Properties between Advanced Composite Materials and Steel
GFRP

Property

AFRP

CFRP

E-glass

S-glass

Arapree

Fibra

Technora

Fibre/Resin

Glass/
epoxy

Glass/
ployimide

Twaron/
epoxy

Keviar49/
epoxy

Technora/
vinylester

Anchorage system

Resin
anchor

Resin
anchor

Grouted
wedge

Resin
potted or
wedge

Wedge
resin
potted

Minimum fibre
volume ratio

0.55

0.5

0.45

0.65

0.65

Density(  /  )

2.1

2

1.258

1.28

1.3

Longitudinal
tensile strength(GPa)

1.08

1.28

1.2~1.5

1.25~1.4

1.7~2.1

Transverse
tensile strength(MPa)

39

49

Longitudinal
modulus(GPa)

39

43

Transverse
modulus(GPa)

8.6

8.9

In-plane
shear strength(MPa)

89

In-plane
shear modulus(GPa)



Parafil

Steel

Leadline

CFCC

Carbon/
epoxy

Carbon/
epoxy

-

Wedge/
soft metal

Resin
anchor

-

0.65

0.65

-

1.44

1.53

1.5

7.85

1.21

2.25~2.55

1.8~2.1

1.86

Barrel/
spike

57

1860

142~150

190

5.5

10.3

190

69

49

71

3.8

4.5

2.2

7.2

73.1

Major Poissons's ratio

0.28

0.27

0.35

0.27

0.3

Minor Poissons's ratio

0.06

0.06

0.02

0.3

12.2

9.7~13

6.6~7.1

Bond strength (MPa)

30
62~64

65~70

0.39

0.34~0.6

120

0.02
7.7

Maximum
longitudinal strain(%)

2.8

2.9

Maximum
transverse strain(%)

0.5

0.6

Longitudinal
compressive
strength(MPa)

620

690

Transverse
compressive
strength(MPa)

128

158

Longitudinal thermal
expansion coefficient
(/°C)

7×   

5×   

-2×  

-2×   

Transverse thermal
expansion coefficient
(/°C)

21×   

26×   

50×   

60×   

Relaxation ratio (%)
at room temperature

54

2.4

2

3.7

1.5

4
4

335

1440

1860

158

228

1860



-3×  

-0.9× 

-0.5×
 

2~3%

11.7×
 

11.7×



27× 
6~9%

건설 특히 교량과 연계한 분야에서 Table 1의 복합신소
재는 경량․고강도․고내구성 특성으로 인해 강재처럼 부식하
지 않고 콘크리트처럼 열화하지 않아 구조물의 내구연한
을 대폭 향상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경량 특성으로 구
조물의 자중을 크게 줄여줄 수 있으며 건설에 소요되는
공기를 상당히 단축할 수 있고 유지관리비가 거의 없다.
복합신소재구조 부재의 가격은 콘크리트, 강재 가격보
다 비싸나, 공기 단축, 가설공사의 불필요, 대형장비 미
사용 등을 통해, 완공된 교량은, 단기적 판단으로도 훨씬
저렴한 것으로 분석된다. 장기적으로 볼 때, 부식 등으로
인한 보수비용 절감, 중량이1/10인데서 오는 지진 시 또

1.57

0.6

11-14%

3. 기술전망

1.3~1.5

 

1%

8%

는 기타 충격 시 받는 파괴력의 1/10로의 감소, 교통 체
증으로 오는 유․무형의 손실 감소 등을 고려하면 엄청난
액수의 경제적 이익을 갖다 준다. 방식, 방수 효과로 유
지비용 절감이 약 30% 예상되며, 구조물 수명 연장확보에
서 뛰어난 시공성으로 인건비가 대폭 절감(약 10～20% 공
사비 절감 예상)이 있을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시공
품질관리 및 검사가 용이하므로 시공 상태 적기판단으로
공사비 절감 기존 콘크리트 구조물과 완벽한 병행시공 가
능(상부구조: 복합신소재, 하부구조: 철근콘크리트)할 것
으로 판단된다. 상기에서 경제적 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해
복합신소재의 생애주기비용(LCC) 사례연구를 조사 분석하
였으나 LCC 검토 예가 매우 적어 신뢰성 있는 LCC 산정
비교에 대한 결론을 내리기가 무리가 있으나 충분히 L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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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면에서 충분히 경제적 유효성을 확인할 수 있다.
Fig. 1에는 1997년부터 최근까지 미국 연방도로국
(FHWA; Federal Highway Administration)에서 복합신소재
관련 프로젝트를 연구영역별로 분류한 것을 나타낸 것이
다.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교랑바닥판, 보강근 및 긴장
재(Tendon)에 관련된 응용연구가 52%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Fig. 2 FRP Tendon Stress-Strain Curve

Fig. 1 Application of Advanced Composite Material
따라서 복합신소재 응용기술 연구개발 대표적 포트폴리
오는 다음으로 함축될 수 있다.
1.
2.
3.
4.
5.

복합신소재
복합신소재
복합신소재
복합신소재
복합신소재

상부구조개발
보강근(Rebar) 개발
긴장재(텐던) 및 케이블 개발
내진성능보강재 개발
재난용 조립식주택 개발

특히, 복합신소재 보강근에서의 기술력 확보를 위해 복
합신소재 보강근 콘크리트 구조의 설계 및 시공을 위한
핵심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시공되는 교량을 비롯한 구조
물에 적용함으로써 기술 경쟁력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예
상된다. 복합신소재 보강근 콘크리트 구조에 대한 기술력
을 확보하게 되면, 국내 콘크리트구조물 건설수용에서 국
내기술력을 통한 시공이 가능하게 되어 기술경쟁력을 확
보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복합신소재 상부구조 및 긴장재/케이블은 Fig. 2와 같
이 복합신소재의 초경량 특성을 최대한 활용함으로써 건
설안전성과 사용성, 시공성이 대폭 개선되는 스마트 건설
의 촉진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구조역학적 효율
성, 경제성 및 경관성을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으면서 기
존 건설재료(콘크리트, 강재)와 융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렇지만 여전히, 건설분야에서 복합신소재는
기존 콘크리트, 강재의 경제적 이점을 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건설분야에서의 응용기술 개발과 함께 제조적인 관점에
서 몇 가지 고려되어야 될 사항이 있다. 첫 번째는 기 개
발된 복합신소재 특성의 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는 대량생
산 설비를 통한 가격경쟁력 확보이며, 두 번째는 건설분

야 적용을 위한 경제성이 있는 성형제조기술 및 응용기술
개발이 계속되어야 하며, 마지막으로는 기존 건설재료와
경쟁할 수 있는 건설전용 섬유보강재와 모재(기지)의 개
발이다.
현재 복합신소재을 이용한 건설분야는 교량, 건물, 프
레임, 트러스와 같은 구조체, 그리고 콘크리트 내부의 보
강재 또는 긴장재이다. 이와 같은 대부분의 기업의 생산
되는 복합신소재 부재는 대규모 생산이 가능한 공법인 인
발성형(pultrusion) 제조공법으로 제조되고 있다. 이러한
인발성형은 정형화된 단면을 생산하는 것이고, 또한 각
제조사별로 독자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제조사별로
재료 및 적층설계가 일정치 않아 일반화된 설계기준에 맞
추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설
계기준의 흐름은 각 제조사별로 자사의 생산제품에 대한
대학 및 연구소와 협동연구를 통해 독자적인 자사제품 활
용에 적합한 설계기준과 시방서를 작성하여 이를 공인된
국가기관에 의해 인증을 획득하여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
인 추세가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국내에서는 복합
신소재 설계기준 및 시공지침서 제정을 위한 연구가 관련
학회인 복합신소재구조학회를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국외의 경우 미국은 복합재료협회(ACMA)가 토목학
회(ASCE)에 의뢰하여 하중-저항계수설계법(LRFD)에 근거
한 새로운 설계기준 및 지침서를 제정하였다. LRFD 설계
기준은 인발성형된 복합신소재 보와 같이 주로 건설분야
에 많이 적용되는 구조물에 대한 설계, 제작 및 시공 표
준화에 관한 시방규정을 포함하고, 설계기준, 공학적 물
성치 등을 포함하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 1) 설계일반,
2) 사용재료, 3) 환경내구성, 4) 크리프와 피로하중, 5)
단면 및 부재, 6) 전체 및 국부좌굴, 7) 연결방법이다.
유럽은 복합신소재 구조물 설계, 제작 및 시공방법에
관한 표준지침서를 1996년에 EURO Code를 제정하였다. 본
EURO Code 는 한계상태 설계방법을 채택하고 있으며, 복
합신소재 부재별로 설계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각
종 실험 자료로 구성되어 있다. 일본은 완전 복합신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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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체가 아닌 복합신소재로 보강하는 콘크리트 구조물에
대해 한계상태 설계방법을 채택한 설계지침서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와 같이 선진국 중심으로 복합신소재구
조 설계에 대한 지침서가 부분적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충
분한 데이터베이스가 확보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향후
복합신소재구조물에 대한 구조안정성 과 설계기술에 관한
이해을 위해 설계기준 및 시공지침의 제정이 보다 체계적
으로 이루어 져야 한다고 볼 수 있다.

4. 결

론

건설분야에서 복합신소재 적용기술은 지속적으로 발전할
것으로 전망되며, 특히 미래기술의 핵심가치로서 <Smart,
Green, Safety>을 기반으로 하는 건설기술향상에 복합신소
재는 매우 중요한 위치를 점유할 것이다. 그렇지만, 현재
복합신소재 건설분야 확대 및 실용화는 아직도 어려운 수준
이다. 복합신소재 응용기술의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
는 학계 및 선도기업 연구소와의 적극적인 공동연구 및
Track Record 확보를 위한노력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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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용접 조립형 경량철골로 보강된 더블앵글가새의 압축내력 보강
Reinforcement of Compressive Strength of Double-angle brace reinforced
by Non-welded/assembled Light-weight Steel frame
황 슬 기* · 권 윤 상** · 노 광 근*** · 김 선 희**** · 최 성 모*****
Hwang, Seul-Ki · Kwon, Youn-Sang · Rho, Kwang-Geun · Kim, Sun-Hee · Choi, Sung-Mo
ABSTRACT
Recently, as the number of earthquakes has increased, the building structure standard has been revised in 2016. In order
to minimize earthquake damage, steel frame is used as the most economical and efficient lateral resistance system. Also,
when the steel braces are subject to Compressive load, which causes unstable behavior of the structure. In order to
verify the compressive behavior of the reinforced Braces, structural performance tests were conducted with variables of
slenderness ratio and the amount of reinforcement. This study investigates the structural performance of existing double angle steel braces by reinforcing them with non- welded/assembled light-weight steel frames and proposes a suitable
reinforced section.
Key W ords: Double-angle brace, Non-welded, assembled, Compressive strength, Light-weight Steel frame

1. 서 론
2016년 9월 12일 경주에서 규모 5.8 대지진이 발생하면
서 큰 재앙이 될 수 있는 발전소 및 변전소 시설의 내진
설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발전소를 비롯한 모
든 국가기반시설물은 규모 6.5∼7.0의 지진에도 문제가
없도록 내진설계를 적용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건축구조
기준(KBC 2016)에는 지진하중 및 내진설계와 관련된 기준
이 개정되었으며, 미국, 일본 등 전 세계적으로 내진 규
정이 엄격해지고 있다. 특히, 강구조는 지진 피해를 최소
화하기 위해 가장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횡력저항시스템으
로 가새골조가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설계지진하중 이상
의 하중이 작용하여 압축 측에 좌굴이 발생할 경우 불안
정상태가 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발전소에 기 설치된 더
블앵글형강 가새에 무용접 조립형 경량철골로 보강하여
압축실험을 통해 구조성능을 검토하였다. 다음 그림 1은
더블앵글형강 가새의 보강단면이다.

효율적인 단면보강을 위해 가새의 약축방향을 선정하고
최적의 보강단면을 제안하였다. 세장비 및 보강단면, 보
강길이를 변수로 더블앵글형강 단면의 내력평가를 진행하
고자 한다.

2.

보강 가새의 강도-강성식과 평가식 제안

2.1 비부착가새의 강도-강성식
Inoue et al.(2001)에 의해 제안된 무보강구간이 있는
비부착 가새의 개념도 및 무차원화된 강도-강성 그래프이
다. 그래프의 우측 상단으로 갈수록 보강재는 안전영역에
위치하게 되며 무보강 길이가 길어질수록 보강재의 안전
영역이 감소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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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심재의 내력을 포함한 평가식 제안
세장비가 작은 가새의 경우 심재 또한 좌굴 후 휨내력
을 발휘하므로 단면선정에 있어 심재, 보강재 모두 단면2
차모멘트가 평가되어야한다. 따라서 경제적인 단면을 산
정을 위해 심재의 내력을 포함하여 평가식을 제안하였다.
   
  
,


· n:

    
  


4.

실험결과에 따른 하중-변위 관계

각 실험체의 초기강성과 최대내력, 변위를 표 2에 정리
하였다. 모든 실험체가 예상하중 이상을 발휘하였으며,
보강단면의 변화로 초기강성에 영향을 주었으리라 예상하
였지만, 모두 유사한 강성을 보였으며 약 1.1~2.3배의 변
형능력이 향상되었다.

심재의 항복강도에 대한 오일러좌굴하중의 비

3. 보강량과 보강길이에 따른 실험 계획
실험체의 강종은 SS400을 사용하였고, 세장비와 보강재
의 단면, 보강재의 길이(전체길이의 60%, 40%)를 변수로
두어 총 6개로 설정하였다.

Fig. 3 P-δ Curve

Table 1. Specimen list
Specimens

L
(mm)

λ

2Ls_50_140_N
2Ls_50_140_4.5t_60
2Ls_50_140_4.5t_40
2Ls_50_140_2.3t_60
2Ls_50_180_4.5t_60
2Ls_50_180_2.3t_60

2,100
2,100
2,100
2,100
2,700
2,700

140
140
140
140
180
180

Reinforced
thickness
(mm)
4.5
4.5
2.3
4.5
2.3

Table 2. Experimental result

Reinforced
length
(mm)
None
1,260 (60%)
850 (40%)
1,260 (60%)
1,620 (60%)
1,620 (60%)

Specimens
2Ls_50_140_N
2Ls_50_140_4.5t_60
2Ls_50_140_4.5t_40
2Ls_50_140_2.3t_60
2Ls_50_180_4.5t_60
2Ls_50_180_2.3t_60

Expected
Ki
Py
load(kN) (MPa) (kN)
174.1
52.7 179.4
52.0 237.4
226.9
45.2 238.5
219.5
46.7 255.4
200.5
53.3 214.4
188.8
48.8 225.6

Pmax δmax
(kN) (mm)
197.1
7.9
263.2 18.3
265.1
8.3
290.0 13.6
241.9
8.8
251.2
8.2

2Ls_50_140_4.5t_60
보강비(40%, 60%)
보강재두께 (None, 2.3, 4.5)
세장비(140, 180)
심재 (2Ls-50x50x6)

더블앵글형강의 심재는 가력장치의 Capacity를 고려하
여 2Ls-50x50x6로 Scale down하여 실험하였으며 두 앵글의
일체성을 확보하기 위해 앵글사이에는 200mm간격으로 낄
판을 설치하였다. 또한, 보강재의 형상을 유지하기 위해
앵글두께와 동일한 두께의 플레이트를 앵글하부에 200mm
간격으로 덧 설치하였다. 가력은 3,000kN급 Universal
Testing Machine(이하 UTM)을 사용하였으며 가력속도는
0.01mm/s로 단조가력하였다. 하중-변위 측정은 최대내력
의 80%지점까지 측정하였다.
Cross Section
Reinforced member
Gusset Plate

(a)4.5t

(b)2.3t

Elevation
(c) 2,100 mm
(d) 2,700mm

Fig. 3 Detail of specimen

2Ls_50_
140_N

2Ls_50_
140_4.5t
_60

2Ls_50_
140_4.5t
_40

2Ls_50_
140_2.3t
_60

2Ls_50_
180_4.5t
_60

2Ls_50_18
0_2.3t_60

Fig. 5 Failure mode

5.

결 론

제안한 보강형상의 성능검증을 위하여 실험을 진행하였
다. 세장비, 보강재의 두께, 보강재의 길이를 변수로 두
었으며 실험체 모두 예상하중 이상을 발휘하였다.
(1) 초기강성의 경우 모든 실험체가 유사하게 나타났다.
(2) 최대강도의 경우 모든 실험체가 예상하중보다 높은
하중을 발휘하였으며, 보강재의 단면 및 보강길이
에 따라 내력에 변화가 있을 것이라 예상하였지만
유사한 내력을 보였다. 이는 거셋플레이트의 영향
으로 예상한 좌굴길이보다 짧아지면서 적은 단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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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충분히 보강됨을 알 수 있다.
(3) 무보강 실험체에 비해 평균 1.4배의 변형성능이 향
상되었으며 60%보강된 실험체의 경우 2.3배의 더
높은 변형성능을 발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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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 1m 이상 내부보강 조립식 합성메가기둥의 중심압축실험
Experimental Study on Improvement of Compression of Composite Maga
Column Inner Reinforced with 1 Meter Width
강 지 수* · 황 슬 기** · 박 용 필*** · 염 경 수**** · 최 성 모*****
Kang, Ji-Su · Hwang, Seul-Ki · Park, Yong-Pil · Yom, Kyong-Soo · Choi, Sung-Mo, Han-Kook · Sin, So-Jae
ABSTRACT
The utilization of composite columns is increasing due to the construction of high-rise buildings and large buildings. The
commercially available concrete chimney steel column (ACT I) is a stable and economical structure, but there is a limit
in the section size to be applied to a composite column subjected to a high load. We have developed a composite mega
column with an integral structure by adding a plate to the central part of the ACT I column and installing a binding
frame at a certain interval inside the central plate. In this study, to evaluate the compressive performance of the
composite mega column, four test specimens were constructed with binding frame reinforcement, reinforcement spacing,
and reinforced cross - sectional area. The structural performance of the composite section is compared with that of
KBC2016 to evaluate the behavior of the specimen.
Key W ords: Composite M ega Column, Inner Reinforced, W elled Built-up Type, Concrete Confinement Effective

1. 연구배경 및 목적

축강도)는 휨좌굴한계상태로부터  의 비율에 따라

ACT Ⅰ기둥은 강판을 절곡하는 방식으로 내부 돌출부를
가지는 모서리강재로 성형한 후 내부 리브가 맞닿는 위치에
서 Flare 용접하여 응력집중과 잔류응력의 영향을 최소화하
였다. 그러나 단면 크기의 제한이 있어(최대:618×618) 합
성메가기둥은 모서리강재 사이에 후판을 끼워넣어 단면 크
기의 확장이 가능하고 콘크리트 측압에 의한 변형을 제어하
기 위해서 강관내부에 바인딩프레임 적용하였다. 본 실험에
서는 구조성능 및 거동과 바인딩프레임의 효과를 평가하고
자 바인딩프레임 보강유무, 보강단면적, 보강간격을 변수
로 중심압축실험을 수행하였다.

사용한다. 본 실험의  (압축강도)는 모서리강재(리브)

식(1)과 식 (2)로 산정되며, 강도저항계수 는 0.75를
와 판의 판폭두께비를 평균값을 적용하여 조밀단면으로
식(3)과 같다.
Table 1. Width-Thickness ratio Limits
구분

폭두께비 KBC2009


KBC2016




m ax

조밀/비조밀 조밀/비조밀 비조밀/세장 최대허용
각형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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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1)
(2)

Fig. 1 Composite Mega Column

2. 압축력을 받는 충전형합성부재의 판폭두께비 제한

         

합성단면의 구조성능은 KBC2016에서 판폭두께비를 조밀
/비조밀/세장단면으로 구분되며 Table 1과 같다. 이에 따
라  (압축강도)를 산정할 수 있도록 제시한다.  (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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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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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여기서,

31% 초기강성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대내력은
2-2(기본보강)대비 2-3(보강단면적 2배)과 2-4(보강간격
0.5D)는 각각 15%, 17% 최대내력이 증가하였다.

         
 

사각형단면에서



3. 중심압축실험을 통한 압축성능 평가

Table 3. Experimental result

3.1 실험 계획
중심압축실험체는 Fig. 2 및 Table 2와 같이 SM490( 
=325㎫,  =490㎫) 모서리강재 6㎜와 후판 12㎜ 강판을 사
용하였다. 단면크기는500×500×800㎜로써 기둥 단면폭의
약 1.6배의 길이로 계획하였다. 바인딩프레임 설치는 기둥
폭(D)에 대해 1.0D를 적용하였다. 바인딩프레임은 후판 중
앙에 9T의 강판을 설치하고 그 위에 사선방향으로 25×
25×6(  =264㎟) 절곡한 앵글을 용접하여 제작하였다.
상·하부에는 20T의 엔드플레이트를 부착하여 전체 단면에
하중이 작용하도록 하였으며, 강관 단부에 응력집중으로 인
한 국부좌굴을 방지하고자 스티프너를 설치하였다. 실험체
상세는 Fig. 2와 같다. 하중가력은 30,000kN 용량의
Seismic Isolation Device를 사용하여 0.02(㎜/s)의 가력속
도로 단조가력 하였으며, 하중-수직변위 측정은 기둥의 내
력이 최대내력의 70% 감소할 때까지 수행하였다.

2-1

C-F-N

2-2

C-F-B

기둥
폭 충전
(㎜)

N/mm

kN



m ax

무보강 대비

2-1

C-F-N

2,068

13,956

-

-

2-2

C-F-B

2,080

15,602

1.01

1.12

2-3

C-F-B-2A

3,061

16,071

1.48

1.15

2-4

C-F-B-0.5S

2,736

16,418

1.32

1.18

 : 초기강성, m ax : 최대내력

18,000
Pn=13,892 kN

) 12,000
N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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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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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plac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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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3 Load-Displacement Relations

변수
보강
여부

보강
간격

-

-

보강
단면적
(  )
-

500

○

B.F

1.0D

1.0(264)

500

○

B.F

1.0D

2.0(528)

2-4 C-F-B-0.5S 500

○

B.F

0.5D

1.0(264

2-3 C-F-B-2A

m ax

area
(a) Binding Frame Reinforced (b) Thethecross-sectional
number of

Table 2. Specimen List

실험체



실험체

실험체 파괴형상은 Fig. 4와 같이 좌굴이 나타나며,
2-1은 무보강으로 기둥의 중심에서 좌굴이 발생하였고
2-2~4의 경우 기둥의 중앙에 바인딩프레임이 보강되어 중
앙에서 125㎜ 떨어진 위치에서 좌굴이 발생하였다.

(a) C-F-N

(b) C-F-B

(c) C-F-B-2A (d) C-F-B-0.5S

Fig. 4 Failure Modes

4. 결 론
(a) Cross-Section(C-F-B)

(b) Front Elevation (C-F-B)

Fig. 2 Details of Composite Mega Column Specimens
3.2 실험결과
각 실험체의 초기강성과 최대내력은 Table 3.과 같으
며, 초기강성은 최대내력의 1/3까지의 변위로 평가하였
다. 하중 –변위 관계는 Fig. 3과 같고 축 변위는 측정한
변위계의 평균값으로 산정하였다. 초기강성은 바인딩프레
임 보강단면적과 보강간격에 따라 2-2(기본보강)대비
2-3(보강단면적 2배)과 2-4(보강간격 0.5D)는 각각 47%,

합성메가기둥의 구조성능과 바인딩프레임의 효과를 평
가하기 위해서 총 4개의 단주 실험을 수행하였으며, 다음
의 결과를 도출하게 되었다.
1. 절곡된 모서리강재(리브)와 후판으로 구성된 합성메
가기둥의 판폭두께비를 평균값으로 실험한 결과 조
밀단면으로서 충분한 내력과 거동을 하는 것으로 확
인되었지만 폭비 1.6으로 Stub Column 실험에 대해
고려해야 한다.
2. 충전 기둥의 바인딩프레임의 효과는 무보강에 비해
내력이 12% 증가하였다. 기본단면적 대비 단면적 2
배의 경우 15%의 내력이 증가하며, 보강간격 1/2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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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17%의 내력이 증가하였다. 보강된 바인딩프레
임은 기둥 최대내력상승 및 구속효과에 기인한 것으
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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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바인딩프레임 적용된 합성메가기기둥의 편심압축 실험
Experimental study on the Eccentric Load of Composite Mega Column
Inner Reinforced Binding frame
강 지 수* · 김 도 범** · 류 재 용*** · 김 선 희**** · 최 성 모*****
Kang, Ji-Su · Kim, Do-Bum · Ryoo, Jae-Yong · Kim, Sun-Hee · Choi, Sung-Mo,
ABSTRACT
As the ridges become larger and larger, a structural type that enables effective utilization of the long span and space is
required. In the construction stage, the steel column supports the installation load. However, in order to secure the
stability against the out - of - plane deformation of the steel column due to the lateral pressure when the concrete is
laid, a binding frame is installed inside the steel pipe at constant intervals to resist the concrete installation pressure.
When the concrete is cured and its performance as a composite section is exerted, a stress is generated which pushes the
steel pipe out of the plane by the column compressive force. In this case, since the binding frame controls the
deformation, the local buckling is delayed and the constraining effect on the concrete is increased. In order to evaluate
the structural performance and behavior of the composite mega column according to the eccentricity effect and the effect
of the binding frame, we carried out a structural test by fabricating eight monopole specimens with the binding frame
reinforcement, reinforcing gap, reinforced cross section and eccentricity , And the experimental results are compared with
the KBC2016 design formula.
Key W ords: Composite M ega Column, Inner Reinforced, W elled Built-up Type, Binding Frame,

1. 연구배경
IT/물류 산업에 발달로 인터넷거래가 상승하여 물류보
관과 배송을 위해서 건축물이 고층화, 대형화됨에 따라서
고 하중을 받는 합성기둥이 요구된다. 합성단면의 구조성
능은 KBC2016에서 제시하고 있으며, 단면 설계시 축력-모
멘트 관계를 적용한 상관관계식에 따라 안전성 검토를 한
다. 콘크리트 충전 각형강관(Concrete Filled Steel Tube,
CFT)은 냉간 성형한 얇은 강판을 용접 조립하여 사용될
때 국부좌굴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ACT Ⅰ은 강판을
절곡하는 방식으로 응력집중 위치의 용접을 피해 용접열
에 의한 잔류응력의 영향을 최소화하며, 절곡한 모서리강
재 내부돌출부 리브에 의해 합성효과를 높여 제작성을 개
선하였다. 그러나 단면 크기제한이 있어(최대:618X618)
모서리강재 사이에 후판을 끼워 넣어 단면의 크기를 확장
할 수 있도록 ACT Ⅱ를 개발하였다. Fig. 1과 같이 합성
메가기둥은 기존 ACT Column과 차별성에 있어서 콘크리트
타설하중에 지지하기 위해서 내부 바인딩프레임을 적용하
였다. 콘크리트 경화 후 합성단면으로써 성능이 발휘될 경
우 콘크리트가 강관의 면외로 밀어내는 응력이 발생한다.
이때 면외 변형을 제어하여 강관의 국부좌굴이 지연되고
콘크리트에 대한 구속효과가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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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omposite Mega Column

2.

실험계획

중심압축실험에 이어 편심효과에 따른 합성메가기둥의
구조성능 및 거동과 바인딩프레임 효과를 평가하고자
SM490       모서리강재 6㎜, 후판 12
㎜ 강판을 사용하여 바인딩프레임 보강유무, 보강간격,
보강단면적 과 편심(0.25D, 0.5D)을 변수로 표 1과 같이
총 8개 단주실험체 제작하였다. 실험체는 상하부에 150㎜
의 스티프너를 설치하였으며, 기둥 폭(D=500㎜), 기둥 높
이는 기둥 폭의 3.5배인 1,750㎜이다. 편심하중은 기둥
중심에서 0.25D, 0.5D 떨어진 위치로 하였다. 하중 가력

서울시립대학교 건축공학과 석사과정, E-mail: daegun330@naver.com
㈜액트파트너 과장 공학박사, E-mail: rlaehqja@naver.com
서울시립대학교 건축공학과 박사과정, E-mail: ryufeel@uos.ac.kr
서울시립대학교 건축학부 연구교수, E-mail: sun@uos.ac.kr
서울시립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E-mail: cfst62@gmail.com

• 69 •

은 10,000kN UTM을 사용하여 0.02(㎜/s)의 가력속도로 가
력 하였으며, 최대내력의 70%까지 내력이 떨어질 경우 실
험을 종료하였다. 콘크리트 공칭압축강도는   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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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Specimen list
Specimens
3-2

E0.25-N

E0.5-N
E0.5-B
E0.5-B-2A
E0.5-B-0.5S

400

0
0.00000 0.00001 0.00002 0.00003 0.00004

Curvature(F , 1/㎜)

Curvature(F , 1/㎜)

(a) Eccentric Load 0.25D

변수
보강여부 보강간격 단면적
-

-

-

(b) Eccentric Load 0.5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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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Details of Composite Mega Column Specimens

3. 실험결과
바인딩프레임 보강 유무는 편심비 0.25D에서 강성 13%
증가, 내력은 2%증가하며, 편심비 0.5D에서는 강성 8%감
소, 내력 5%증가를 보였다. 바인딩프레임 보강 변수로 단
면적 2배는 기본 단면적 대비 강성 6%감소, 내력 최대4%
증가하였고, 보강간격에 대해서는 강성 5%감소, 내력 8%
증가를 보였다. KBC2016제시한 규준식을 바탕으로 P-M상
관관계를 작도하여 분석하였다. 무보강 실험체의 경우
0.25D 편심에 설계식을 만족하며, 0.5D 편심에 대해서는
3-8(단면적 2배) 및 3-9(보강간격 1/2) 실험체로 만족하
였다. 모든 실험체는 안전율0.75를 적용한 값 이상으로
나타났다.

결 론

합성메가기둥의 바인딩프레임 구속효과로 내력평가 및
구조거동을 검토하고 국내 적용시키기 위해서 편심압축실
험을 수행한 결과 다음의 결론을 얻었다.
1. 제안된 합성메가기둥의 유효 휨 강성과 실험값으로
산출된 M-Φ결과, 절곡된 모서리 강재의 리브만으로
는 KBC2016에서 제시된 유효휨 감성을 만족하지 못
하기에, 내부구속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바인딩
프레임 보강이 필요하다.
2. 바인딩프레임이 면외 변형을 억제하고 콘크리트 구
속효과가 증진하므로 합성메가기둥의 연성적인 거동
을 보이는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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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Experimental result
Specimens
3-2
3-3
3-4
3-5
3-6
3-7
3-8
3-9

E0.25-N
E0.25-B
E0.25-B-2A
E0.25-B-0.5S
E0.5-N
E0.5-B
E0.5-B-2A
E0.5-B-0.5S



max

무보강대비

 

 



max

2.1E+14
1.9E+14
2.8E+14
2.8E+14
2.3E+14
2.0E+14
2.2E+14
2.6E+14

1,043.4
1,063.5
1,084.4
1,149.6
1,359.0
1,422.5
1,483.3
1,530.5

0.90
1.34
1.33
0.86
0.93
1.13

1.02
1.04
1.10
1.05
1.09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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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M 적용을 위한 안전진단 및 유지관리 절차 표준화 연구
Standardization of safety inspction and maintenance procedures
for applying B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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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For the purpose of economic growth in the nineteenth century, social infrastructures have been rapidly aging since the
21st century, Currently, many of the existing infrastructure has been aged, and many national costs have been spent on
safety Inspection and maintenance. It is expected that more maintenance will be costly in the future, and maintenance
cost can be expected to be reduced due to safety inspection and repair and reinforcement measures in a timely manner.
The measures provided in the national and international safety inspection and maintenance manual reduce the efficiency
of the work by repeating document work. In addition, due to lack of information sharing among practitioners performing
inspection and maintenance, it is considered that incomplete work or incurring additional costs will lead to a large
national loss.
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BIM) can manage all the information generated during the whole life cycle of social
infrastructures. Domestic institutions are increasing the use of BIM, and the Public Procurement Service is obliged to
design BIM. We expect to increase the work efficiency of practitioners by reducing repetitive document work using BIM,
It will make the integrated management information enable bi-directional communication among practitioners. First of all,
building a library of social infrastructures and standardizing the information classification system and procedures for BIM
application should be essential. As a result, standardization studies on standard information classification system and
procedures based on representative bridges among social infrastructures were conducted.
Key W ords: BIM , Bridge Inspection, M aintenance, Safety

1. 서 론
현재 국내에서 사회기반시설물을 건설하는 시기가 지나
고 잘 건설되어 있는 사회기반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수행
해야하는 시기가 왔다.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는 사회기반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
법을 발표하였으며 특별법을 기반으로 시설물 정보관리
종합시스템(FMS)을 운영하고 있다. FMS의 주요기능은 국
가 주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련된 정보체계를
구축하여 시설물의 정보, 안전진단전문기관 및 유지관리
업자의 정보 등을 종합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하지만 FMS
정보의 접근 어려움으로 실질적인 이용 주체가 많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사회기반시설물의 안전진단 및 유지관리 업무 배정은
입찰식으로 진행되며 매번 다른 업체에 의해 수행된다.
안전진단 및 유지관리를 수행하는 업체들 간의 다른 문서
양식과 반복적인 작업으로 많은 정보들이 체계적으로 정
리되어 있지 않다. 사회기반시설물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
해서는 실무자간의 정보 공유 및 이력정보 관리가 체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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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회원․
학생회원․
학생회원․
정 회 원․
교신저자․

으로 구축되어야 한다.
BIM(Building Information Modeling)은 기획단계에서 유지
관리단계까지 전 생애주기 동안 발생되는 모든 정보를 통합관
리 할 수 있으며 최근 국내 도입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
전에 운영되고 있는 안전진단 및 유지관리 시스템과 BIM을 접
목시키므로 정보 공유 및 절차 간소화를 기대할 수 있다.
사회기반시설물의 안전진단 및 유지관리에 BIM을 적용
하기 위해서는 BIM 모델링 구축에 필요한 LoD(Level of
Detail)을 설정해야한다. LoD란 규모, 종류, 기간, 중요
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모델이 어느 정도의 세밀함
을 가져야 하는가를 결정하는 척도이다. LoD에 따른 BIM
라이브러리 구축이 필수적이다. 또한, BIM에 저장될 정보
를 분류할 체계가 필요하며 안전진단 및 유지관리 절차에
따른 정보 구축이 필수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기반시설물 일반적인 교량 구조물을
대상으로 수행하였으며, BIM에 적용가능한 교량 구주물의
안전진단 및 유지관리 절차 및 표준정보분류체계를 분류
및 정리 하였다. 이에 근거하여 사회기반시설물의 안전진
단 및 유지관리에 BIM을 적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자 한다.

고려대학교 건축사회환경공학과 박사과정, E-mail: kwonwoong05@naver.com - 발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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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기반시설물의 안전진단 및 유지관리

화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
고 정보에 접근하는 것이 어려운 실정이다.

2.1 안전진단 및 유지관리 업무체계
2.2 안전진단 및 유지관리 정보체계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교량 구조
물, 터널 구조물, 항만시설 ,댐, 건축물, 하천 시설물,
상하수도 시설물, 옹벽 구조물, 절토사면 등의 주요 사회
기반시설물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점검과 유지관리로 재해
와 재난을 예방하고 시설물의 성능을 증진시켰다. Fig. 1
과 같이 사회기반시설물의 안전관리 업무 흐름을 보여주
고 있다.

사회기반시설물의 상태평가를 위해서 진단 이력과 유지
관리 이력이 필수적이다. 안전진단 검사자와 관리자가 다
르며 육안검사 기반의 외관망도 작성으로 정확한 정보전
달이 어렵다. 또한 반복적인 보고서 작업으로 정보가 누
락 및 소실될 수 있다.

3.

BIM 기반 사회기반시설물의 정보모델

3.1 안전점검 분류체계 정보모델
사회기반시설물의 진단 흐름도를 따라 안전점검 분류체
계 정보모델을 작성할 수 있으며 대표적인 사회기반시설
물인 교량을 예로 수행하였다.
Table 1. Safety Inspection classification system model

Phase 1
(사전조사)

Fig. 1 Safety management work flow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는 구조물의 진단 및 점검으로 나온
상태를 손상등급에 따라 분류하고 있으며 Fig. 2와 같다.

0110

주재 점검 항목별 검토

0120

기존 점검/진단 자료 검토

0121

중요 점검부위 선정

0122

중대한 결함 정도 확인

0123

점검방향 및 선택과업 결정

0310

외관조사

0320

재료품질시험

0330

지반조사

0311

콘크리트 상태변화

0311a

균열

0311b

박리

0311c

박락

0311d

층분리

0311e

철근노출
재료분리

A

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

0311f
Phase 3
0311g
(내구성조사)
0311h

B

경미한 손상의 양호한 상태

0311i

파손

C

보조부재에 손상이 있는 보통의 상태

0312

스틸 상태변화

주요부재에 진전된 노후화(강재의 피로균열,
콘크리트의 전단균열, 침하 등)로 긴급한 보수
· 보강이 필요한 상태로 사용제한 여부를 판단

0312a

도장 손상

D

0312b

부식

주요부재에 심각한 노후화 도는 단면 손실이
발생하였거나 안전상에 위험이 있어 시설물을
즉각 사용금지하고 개축이 필요한 상태

0312c

현장이음부 볼트손상

0312d

누수

등급

E

상

태

Fig. 2 Damage classification
손상여부에 따른 보수보강 방법은 한국시설안전공단의
유지관리매뉴얼에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실무자가 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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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
백태

0312e

이상음 발생

0313

상태변화 외관조사

0313a

노면상태 조사

0313b

처짐정도 조사

0323f

토질시험

0313c

종단측량 조사

0331

외관조사망도 작성

0313d

부대시설상태 조사

0331a

결함부 및 결함이 진전된부분

0313e

주위환경 조사

0331b

전체부재

0313f

교통량 조사(필요시)

0410

재하시험

0314

외관조사망도 작성

0410a

정-동적 변형률 측정

0314a

결함 발생 또는 진전된 부재

0410b

정-동적 처짐 측정

0314b

전체부재

0320

재료품질시험

0321

콘크리트재료시험

0321a

반발강도시험

0321b

초음파시험

0314a

결함 발생 또는 진전된 부재

0314b

전체부재

0320

재료품질시험

0321

콘크리트재료시험

0321a

반발강도시험

0321b

초음파시험

0321c

철근부식상태 조사

0321d

철근량 조사

0321e

중성화 시험

0321f
Phase 3
0321g
(내구성조사)
0321h

압축강도시험

코어채취
염분함유량시험

0321i

탄성계수 측정

0321j

철근인장강도시험

0321k

배합비 분석

0322

스틸재료시험

0322a

강재두께 측정

0322b

도막두께 측정

0322c

용접결함 검사

0322c1

육안검사

0322c2

방사선투과시험

0322c3

자분탐상시험

0322c4

초음파탐상시험

0322c5

염료침투탐상시험

0322d

경도시험

0322e

인장강도시험

0322f

금속조직검사

0323

지반조사

0323a

수중조사

0323b

수중촬영

0323c

지반조사

0323d

기초재하시험

0323e

암강도 시험

Phase 4

(내하력조사) 0410c
0410d
0410d

가속도 측정
충격시험
차량 주행시험

안전점검 분류체계 정보모델은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제공하는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해설서 교량
편을 참고하였고 사전조사, 현장조사, 내구성 조사, 내하
력 조사, 안전성평가, 종합분석 및 보고서 작성 순서로
구성하였으며 안전점검 업무의 흐름을 따라 작성하였다.
3.2 안전진단 및 유지관리의 적정 LoD
LoD(Level of Detail)이란 모델이 어느 정도의 세밀함
을 가져야하는가, 어느 정도의 정보를 모델에 포함시킬
것인가, 어느 정도의 서비스 수준을 유지해야 하는가를
담고 있다. LoD는 규모, 종류, 기간, 중요도 등을 종합적
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LoD 기준에 대한 표현은 기관들마
다 상이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미국 AIA에서 2008년에 정
의한 LoD를 기준으로 설정하였다. Fig. 3에서와 같이 이
해하기 쉽게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으며 Table 2.와 같이
LoD의 세부사항을 나타낼 수 있다.

Fig. 3 Level of Detail
Table 2. More detail of LoD
LoD 100

LoD 200

LoD 300

LoD 400

모델요소의
일반화된
면적, 높이,
조달, 시공에
형태와 실제와 실제와 정확한
볼륨, 위치
필요한 모든
근사한 수준의 물량 정보
등의 기본정보
디테일한 정보
물량, 크기,
형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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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이상으로 LoD가 높아질 경우, 시스템 구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실무자가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에 BIM적
용이 어려워 질 수 있다. 적정 LoD 선정이 BIM 모델 구축
의 핵심이라 판단된다. 사회기반시설물 안전진단 및 유지
관리 기반(진단 부위, 손상 사진, 보고서 등)으로 BIM과
연계될 수 있는 적정 LoD는 LoD300에서 LoD350이면 안전진
단 및 유지관리에서 요구하는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판단
된다.

4. 결

론

사회기반시설물의 안전진단 및 유지관리에 BIM을 적용
하기 위해서는 적정 LoD 300-350 수준의 LoD를 선정하여
모델 구축에 불필요한 시간을 줄여 보다는 안전진단 및
유지관리 분류체계 정보모델을 구축하여 BIM 적용에 효율
성을 높여야 한다. 또한 BIM을 활용하여 기존의 불필요한
반복 작업을 없애 업무 효율성을 증가시키며 3차원 시각
화된 정보로 사회기반시설물에 발생할 수 있는 결함을 사
전에 발견하여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사회기
반시설물의 사전 관리를 통한 유지관리 비용 감소를 기대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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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직 하중을 받는 10MW급 원통형 풍력발전타워의 개구부 폭과 보강재의
두께 변화에 따른 극한강도 고찰
A Study on the Ultimate Strength of 10MW Cylindrical Wind Turbine
Tower Subjected to Vertical Load Considering Opening Width
and Stiffener Thickness
조 성 준* · 김 성 찬** · 강 성 용*** · 박 종 섭****
Cho, Sung Jun · Kim, Sung Chan · Kang, Sung Yong · Park, Jong Sup
ABSTRACT
Cylindrical steel shell sections have been applied in various engineering fields particularly in recent installations of wind
turbine towers. Hence, many researchers are interested in studying cylindrical steel shell structures. However, studies on
the effect of the presence or absence of openings are insufficient. Thus, the design criteria for the opening as well as the
behavior of wind turbine tower are not clearly presented. Therefore, this study examines the ultimate strength and the
behavior of wind tower in consideration of openings, presence of stiffeners, changes in opening width, and thickness
variation of stiffeners. ABAQUS, a universal finite element analysis program, was used in to conduct this research.
Finally,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a reference for the design and production of wind towers with openings.
Key W ords: W ind turbin tower, Opening, Stiffener, Ultimate stress, Finite element analysis

1. 서

론

 ∆  m ax  m i n  

수직 하중을 받는 10MW급 풍력발전타워의 거동 특성과
극한강도를 알아보기 위해 타워의 하단부분만을 모델링하
여 비선형 해석을 진행하였다. 또한 개구부 폭과 보강재
의 두께 변화에 따라 극한강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그에 따른 설계 기준을 판단해본다.

여기서, m ax 와 m i n 은 고유치해석 첫 번째 좌굴 모드
에서 최대 내경과 최소 내경이며,   은 공칭 내경이다.
그리고 개구부 폭 변화는 사용성을 고려하여 평균 남성
어깨 폭인 400mm부터 1000mm까지 100mm씩 증가시키고 보강
재 두께의 변화는 100mm부터 350mm 25mm씩 증가시켜 해석
을 진행한다.

2. 유한요소해석 모델링
풍력발전타워의 3차원 구조 거동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범용구조해석 프로그램 ABAQUS를 사용하였다. 개구부의
주의를 중점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개구부를 포함하는 범
위인 하부부분만 3차원 모델을 구성하고 ABAQUS의 S4R
shell element를 적용시켜 탄성해석모델의 메쉬(Mesh)를
완성하였다. 해석 모델의 재료는 강철 S355를 사용하며
3
2
강철 S355의 밀도는 7,850 kg/m , 항복강도 355 N/mm 이
다. 또한 비선형 해석에 필요한 재료적 특성은 DNVRP-C208를 참고한다. 경계조건은 상부는 모든 변위와 회
전에 대해 자유이며, 하부는 모든 변위와 회전에 대해 구
속해준다. Fig. 1.는 ABAQUS의 해석 모델이며 앞은 타워
의 상부이며 뒤는 타워의 하부이다. 비선형 해석 시 기하
학적 초기변형은 아래 식 (1)과 같다.

*
**
***
****

학생회원․
비 회 원․
정 회 원․
정 회 원․

상명대학교
상명대학교
고려대학교
상명대학교

공과대학
공과대학
공과대학
공과대학

(1)

Fig. 1 ABAQUS 3D Shell Element Mode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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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한요소해석 결과

와 보강재가 모두 있는 타입이며, CASE B와 CASE C는 개

구부의 위치에 따라 LA(Long Axis,   )와 SA(Short


Table 1. FEA results
폭
(mm)

CASE B
(MPa)
LA

SA

CASE C-100
(MPa)

CASE C-125
(MPa)

LA

LA

SA


Axis,   )로 나뉜다. 여기서, 은 개구부가 위치

하는 타원의 축 길이를 나타낸다.

SA

400

306.27

292.74

314.37

314.25

317.42

319.26

500

301.92

289.48

309.55

310.53

313.59

315.85

600

298.52

286.46

307.73

307.01

308.83

312.60

700

294.01

283.94

304.23

303.65

307.56

309.12

800

290.36

280.69

298.52

300.38

304.07

304.55

900

286.68

277.83

296.51

297.01

297.84

302.12

1000

282.64

274.86

291.43

293.00

294.58

298.69

4. 결 론



  이면 개구부 폭이 작으면 작
비선형 해석결과 

 

을수록 극한강도가 증가한다. 따라서 사용에 용이한 폭
400mm이 가장 적합하며, 보강재 두께는 CASE A의 극한강
도(319.93MPa)보다 높아지는 175mm를 사용하는 것이 적합


폭
(mm)

CASE C-150
(MPa)

CASE C-175
(MPa)

CASE C-200
(MPa)

LA

LA

LA

SA

SA

319.16

318.87

319.97

317.49

320.47

316.85

500

316.79

319.10

317.13

319.03

319.58

312.98

600

312.54

315.48

315.94

319.95

318.12

319.20

700

308.43

312.60

312.88

315.67

314.88

318.94

800

306.98

309.44

309.47

312.38

310.14

315.06

900

303.58

306.19

306.18

309.17

307.33

311.77

1000

299.99

302.76

302.49

305.78

305.36

308.41

CASE C-225
(MPa)

CASE C-250
(MPa)

LA

SA

LA

SA

LA

SA

320.47

316.08

319.85

311.69

320.41

311.16

500

320.45

317.12

320.49

312.32

320.48

315.89

600

319.32

317.04

319.76

315.60

320.45

316.13

700

317.16

319.27

318.48

317.82

319.49

318.55

800

313.46

317.47

315.98

320.04

317.49

319.41

900

308.88

314.14

311.82

316.36

314.29

318.67

1000

306.48

310.71

307.96

312.86

309.66

314.87

CASE C-300
(MPa)

CASE C-325
(M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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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C-275
(MPa)

400

폭
(mm)

 

극한강도를 발현 할 수 있는 개구부의 폭이 존재하며, 개
구부의 폭의 변화에 따라 최고의 극한강도를 발현 할 수
있는 보강재의 두께도 존재한다. 따라서 설계 시 개구부
폭과 보강재 두께의 관계를 Table 1.을 통해 알아보고 가
장 경제적이고 적합하게 설계가 가능하다.

SA

400

폭
(mm)


하다.   이면 보강재 두께의 변화에 따라 최고의


References

CASE C-350
(MPa)

LA

SA

LA

SA

LA

SA

400

320.35

313.18

319.57

314.54

319.49

315.15

500

319.83

311.24

320.34

310.75

320.37

311.33

600

320.48

315.70

320.48

311.32

320.47

310.89

700

319.89

316.25

319.72

316.89

320.39

315.98

800

318.59

319.49

319.39

312.15

319.73

311.76

900

316.04

319.75

316.75

319.76

317.99

319.70

1000

312.16

316.71

313.89

317.91

315.14

318.47

Table 1.은 개구부 폭과 보강재의 두께 변화에 따른 유
한요소해석의 극한강도 값이다. 여기서, CASE B 는 개구
부는 존재하지만 보강재가 없는 타입, CASE C 는 개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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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계측에 의한 2MW급 풍력발전 타워구조물의 동특성 평가
Evaluation of Dynamic Characteristics of 2MW Wind Turbine Tower
Structure by Long-Term Measurement
김 원 술* · 이 진 학** · 이 충 기*** · 김 석 현****
Kim, Wonsul · Yi, Jin-Hak · Lee, Choongki · Kim, Seok-Hyun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s dynamic characteristics of a 2MW wind turbine structure by long-term response monitoring with
accelerometers, tiltmeter and strain gauges. The object wind turbine structure is located in Jeju Island, Korea. The natural
frequency and damping ratio were evaluated by least-square frequency domain decomposition and random decrement
technique using acceleration response data. As a result, it was found that natural frequencies with 1st, 2nd and 3rd modes,
and blade passing frequencies with 1P, 2P and 3P were clearly showed from power spectral densities of acceleration
reponses. Furthermore, 1st model frequencies were almost constant with increase in standard deviations of acceleration
responses. Another notable observation was that when standard deviations of acceleration responses were small, damping
ratios showed to diverge. However, when standard deviations of acceleration responses had large values, damping ratios
were converged to about 0.5%.
Key W ords: wind turbine structure, long-term measurement, maintenance

1. 서

론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배출저감 노력의
일환으로 신재생에너지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지난 2015년 유엔 기후변화 회의(COP21)
이후, 우리나라를 포함한 모든 나라가 온실가스의 감축
의무 요구에 부응하고 지구 온난화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
고 하는 노력을 강구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신재생에
너지 개발이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중에도 기술의 완성도 및 경제성이 가장 앞서있는 풍력발
전 분야의 참여 비중을 점점 확대하고 있는 추세이다. 최
근에는 같은 용량의 풍력터빈도 저풍속 영역에서 발전량
을 많이 얻기 위해 대형화로 발전하고 있어, 풍력터빈을
지지하는 타워 구조물에 대한 모니터링의 중요성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Njiri et al., 2016). 특히, 해상풍력터빈
의 경우 접근성이 육상풍력터빈에 비해 불리하며, 풍하중
및 파랑하중 등을 비롯하여 가혹한 자연환경에서 운영되
어야 하므로 유지관리가 더욱 중요하다. 이러한 풍력발전
터빈의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현재 주로 로터를 비롯하여
각종 발전설비에 대하여 SCADA(Supervisory Control and
Data Aquisition) 및 CMS(Condition Monitoring System)
자료를 활용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지난 2016년
태백에서 발생한 풍력터빈 타워구조물의 붕괴사고에서 알
수 있듯이 SCADA와 CMS 자료만으로는 풍력터빈 타워구조
물의 유지관리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풍력터빈
타워구조물에 적합한 성능 평가 및 모니터링이 요구되고
있다 (Kim et al., 2016; Yamamoto et al., 2007). 또한
*
**
***
****

우리나라 풍기후 실정에 맞는 풍력터빈 타워구조물의 유
지관리기술 개발을 위해서는 현재 운영 중인 풍력터빈에
대한 응답계측을 통한 실측 자료 확보 및 분석이 우선적
으로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제주에서 운
영 중인 2MW급 상용풍력터빈 타워구조물에 대하여 변형
률, 경사, 가속도 등 대표적인 구조응답을 장기 계측하고
타워 구조물의 동특성을 분석하였다.

2.

장기계측 개요

장기계측을 위한 풍력터빈 타워구조물은 제주도 서귀포
시 성산읍 수산리 일대에 위치고 있으며, 총 10기로 풍력
발전 단지를 이루고 있다. 그 중 2호기를 대상으로 장기
계측을 수행하였다. Fig. 1은 대상 풍력발전의 전체적인
치수 및 계측 센서 배치도를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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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2MW wind turbine and senor arrang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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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eleration

A3

동의 폭은 있지만, 전반적으로 일정한 값에 수렴하는 것
을 알 수 있다. Fig. 4(b)의 모드감쇠비의 특성을 살펴보
면, 변동답이 0.1m/s2 보다 작은 경우, 모드감쇠비가 발산
하는 경향을 보였지만, 변동응답이 0.1m/s2를 초과하는 경
우, 모드감쇠비가 약 0.5%에 수렴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추후 실측데이터와 SCADA 자료(풍향, 풍속, 발전량, 등)
를 함께 분석하여 풍력터빈 타워구조물 가속도 응답 (경
사, 변형률)과 풍속과의 상관관계 등 다각적인 검토가 가
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위의 결과를 통해 풍력터빈
타워구조물 유지관리를 위한 필요한 최소 관리기준치 등
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f2 = 2.551

10 -2

10

1P

10 -4

Nominal rating (M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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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Specification of a 2MW wind turbine

10 -2

f1=0.3174

-3

10

-5

10

-6

1P

6P
3P
f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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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풍력터빈은 크게 타워, 로터 및 나셀로 구성되어
있다. 허브(Hub)의 높이는 78m, 로터의 직경은 80m이며,
발전은 양력식이며, 정격출력은 2MW 이다. 대상 풍력터빈
의 상세한 제원은 Table 1에 나타내었다. 풍력터빈 타워
구조물의 모니터링은 2016년 10월부터 수행 중에 있으며,
변형률, 가속도 및 경사 응답(샘플링 주파수는 100Hz)을
계측하고 있다. 계측 센서의 배치는 Fig. 1과 같다. 변형
률계는 모멘트가 가장 크게 작용하는 기부(지표면) 부근
에 설치하였고, 가속도계는 모드형상 및 주파수 응답 특
성을 분석하기 위해 주요 위치에 배치하였으며, 경사계는
타워의 최상층 부근의 2개소에 배치하였다(1 참조). Fig.
2는 변형률, 가속도 및 경사에 대한 변동응답 특성의 예
를 나타낸 것이다. Fig. 2에서 응답의 표준편차는 10분
간격으로 산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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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 풍력 발전 타워 기초 파일-슬리브 그라우트 연결부 파괴모드에 관한
고찰
A Study on Failure Mode of Pile-Sleeve Grout Connection of Offshore
Wind Turbine Tower Substructure
강 성 용* · 이 정 화** · 강 영 종*** · 한 상 윤****
Kang, Sung-Yong · Lee, Jeong-Hwa · Kang, Young-Jong · Han, Sang-Yoon
ABSTRACT
Recently, for efficiency increase of the wind turbine tower, turbine has been enlarged and installation location has been
transferring to offshore. The importance of the support structure is emphasized when a wind turbine tower is installed on
offshore. The support structure is influenced not only by the system operating loads but also by various marine condition
loads. Accurate and safe design is essential because the connection between the support structure and the wind tower can
be relatively fragile. In particular, the type of foundation pile and sleeve grout connection were adapted from DNV, API,
and ISO that are typically used for wind towers, and they have been continuously studied by many researchers. However,
the experimental results by researchers are different from the design equations, and it needs to modify the formula
according to connection properties and material. Therefore, this study investigates the design equation presented in existing
design criteria and the results of research conducted by existing researchers, and analyzes ultimate strength and failure
modes.
Key W ords: W ind Turbine Tower, Substructure, Grout Connection, Failure mode

1. 서 론
20세기 이후 에너지 고갈과 대체자원에 관한 이슈는 전
세계적으로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2000년대 후반부터 정부 주관 하에 다양한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기 시작하였으며, 대표적으로
풍력발전에 관한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되었다. 이는 타
신재생에너지 분야 대비 발전효율 및 유지관리 측면에서
경제적인 이점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
는 풍력발전기의 발전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터빈의 대형
화나, 육상에서 해상으로의 설치에 관한 방법론 등이 연
구되고 있다. 여기서, 해상 풍력 발전으로의 전환은 효율
적인 국토 사용 및 부지확보, 민원해결 등의 부수적인 결
과를 수반하지만, 적합한 기술개발의 필요성을 동반하게
된다. 특히 해상 풍력 발전 타워는 육상의 경우보다 더욱
다양한 주기 하중을 받게 되며, 하중이 상부에서 하부로
이동하여 하단부의 지지구조물에는 복잡한 형태로 하중이
가해진다. 해상 지지구조물로 사용되는 구조물의 대표적
인 형식은 수심에 따라 중력식, 모노파일, 자켓식, 부유
식으로 구분되며, 설치 장소 및 환경에 적합하도록 사용
된다. 이 중 모노파일의 경우에는 구조가 단순하며, 시공
이 간편하여 오랜 기간 동안 해상 구조물에 가장 많이 사
용된 대표적인 형식이다. 하지만 충분한 강성과 고유진동
수를 확보해야하므로, 상부 구조물의 규모와 설치 장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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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심에 따라 직경이 커져, 경제적성 확보가 어려운 단점
이 있다. 이에 따라 최근에는 모노파일과 중력식 기초,
자켓식 기초의 이점을 조합한 파일지지 콘크리트 기초 구
조물(Multi-Piled Concrete Foundation, MCF)이 개발되었
으며, 다양한 터빈용량 및 심도에 대응할 수 있다. (Kim
et al., 2013; Kim et al., 2014)
해상 풍력 발전 타워와 하부기초 구조물의 연결에는 그
라우트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그라우트 방식은 상부 타
워의 연장된 슬리브(Sleeve)와 파일 기초 사이에 전단 연
결재를 설치하여, 모르타르(Mortar)를 타설하는 방식으
로, 국외의 해상 구조물 설계 기준 DNV, API, ISO 등에서
형식과 설계식을 제안하고 있다. 언급한 설계기준에서는
설계식을 크게 두가지 파괴모드로 분류하고 있다. 첫 번
째로는 파일-슬리브 사이의 미끄러짐(Slippage)에 의해
부착면(Bond Surface)의 파손이 발생되고, 전단 연결재에
의해 그라우트의 파쇄(Crushing)로 이어지는 파괴 모드이
다. 두 번째로는 전단 연결재 근처에서부터 진전되는 대
각선 균열 파괴(Digonal Crack Failure)이다. DNV와 ISO
설계식은 연결부 모르타르 강도를 20~80MPa로 한정하고,
API 설계식은 17.25~110MPa로 제한하고 있으나, 최근에는
120MPa 이상의 고강도 모르타르를 적용한 연구들이 활발
하게 이루어지고 있다.(Lee et al., 2016) 해상 풍력 발전
타워의 지지구조물의 형식의 다양성과 재료의 고강도화에
따른 연구자들의 활발한 실험적 연구가 수행됨에 따라 다
양한 파괴 모드가 보고되고 있으며, 기존의 그라우트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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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부 설계식으로는 극한 강도 산정에 이미 한계점에 도달
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그라우트 연
결방식에 대한 설계기준의 설계식과 기존 연구자들이 제
시한 극한강도 산정식 및 파괴모드를 분석하고자 한다.

2. 설계기준의 분석
일반적으로 기초 파일-슬리브 그라우트 연결부의 목적
은 상부의 수직 하중을 기초로 전달하는 역할을 하기 위
함이며,
DNV-OS-J101(2014)과
API-Recommended
Practice-2A-WSD(2007), ISO-19902(2007)에서 설계방법과
설계식을 제시하고 있다.


       × 


(3)


       × 


(4)

그라우트 압축강도  가 17.25~110MPa일 때, 식(3)의
경우에는 구조물에 일반적인 정상 작동상태의 환경조건을
고려한 고정하중과 최대 및 최소 활하중이 작용할 때 적
용하며, 식(4)의 경우는 극한 환경 조건에서의 고정하중
과 최대 및 최소 활하중 작용 시 적용한다.
(API-RP-2A-WSD, 2007)

2.1 DNV-OS-J101(2014)

2.3 ISO-19902(2007)
국제 규격 ISO-19902에서는 DNV-OS-J101과 유사한 설계
식을 사용하며, 마찬가지로 20~80MPa로 그라우트 압축강
도를 제한하고 있다. 또한 미끄러짐에 의한 파괴모드와
대각선 전단 균열에 의한 파괴모드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
이 설계식을 제안하고 있다.(ISO-19902, 2007)


     



 

 

Fig. 1은 타워 기초 파일-슬리브 연결부를 모식화한
그림이다. 지지구조물에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형식
으로써, 타워의 연장으로 확장된 슬리브와 모노파일 사이
에 그라우트를 타설하여 연결된다. DNV-OS-J101의 Sec.9에
서는 위와 같은 연결 형태에 전단키를 가지는 그라우트
연결부에 대한 극한강도를 아래 식(1)과 (2) 같이 접촉면
의 파괴 모드에 따라 나타내고 있다.

 



  


 


 
      

 

  



 
      

 

Fig. 1 Principle of grouted connection in monopile
structure(DNV-OS-J101, 2014)

 

     


 



(1)

(2)

여기서 식(1)은 미끄러짐에 의한 분쇄파괴에 의한 극한
강도식이며, 식(2)는 대각선 균열에 의한 파괴에 관한 극
한강도식이다.(DNV-OS-J101, 2014)
2.2 API-Recommended Practice-2A-WSD(2007)
API-RP-2A-WSD의 Chapter 7.4에서는 그라우트 된 연결
부의 강도의 영향을 그라우트 압축강도, 전단키의 크기와
간격, 슬리브 또는 파일 표면의 상태 등으로 나누어 정의
하고 있으며, 하중의 형태에 따라 그라우트 연결부의 허
용 응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3.

(5)

(6)

기존 연구 분석
3.1 선행 연구 내용 분석

기초 파일-슬리브 그라우트 연결부에 관한 연구는 주
로 실험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서 제
안되었다. 특히 앞서 언급한 설계기준의 설계식에 근간이
되는 연구는 Krahl과 Karssn(1985)의 파일과 슬리브 연결
부 그라우트의 축방향 강도에 관한 논문이다. 이 논문에
서는 전단키의 유무와 그라우트 압축강도(17.25~110MPa)
에 따라 실험하였으며, 실험 결과로 첫 번째 파괴 모드가
파일과 그라우트 사이의 부착면에서 미끄러짐에 의한 크
러싱 파괴임을 확인 하였으며, 이후 전단키 주변부에서
그라우트를 가로지르는 대각선 균열에 의한 파괴를 확인
하였다. 특히 대각선 균열에 의한 파괴모드로 연결부의
그라우트와 전단 연결재의 구속력을 평가하여, 극한 강도
식을 제안하였지만 파일 또는 슬리브에 의한 구속력은 고
려되지 않았다. Aritenang 등(1990)에 의해 용접비드(Weld
bead)가 설치된 파일-슬리브 그라우트 연결부에 대한 파
괴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었다. 각각의 실험 결과에서 상
부 용접 비드는 그라우트 파쇄에 의해 파괴가 발생되었
고, 하부 용접 비드는 대각선 방향의 인장 균열에 의해
파괴되었다. 파괴 모드의 확인으로 반경(Radial) 방향의
강성과 용접 비드의 높이에 따라 강도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용접비드의 높이에 따른 강도 증가는 기존

• 82 •

의 설계식보다 작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후
Elanshai와 Dowling(1991)은 실험을 통해 강재-콘크리트
복합 단면에서 강재 구속효과의 유무에 따른 마찰공식과
전단키 모델을 제시하였다. 다시 Aritenang 등(1992)은 슬
리브 축방향의 항복과 슬리브 후프(Hoop) 방향의 항복,
그라우트의 전단파괴로 구분하였고, 일반적인 연결부와
용접 비드를 적용한 연결부의 관형의 후프 변형과 그라우
트재의 구속력, 용접 비드의 높이, 관형의 두께 및 직경
의 비 따른 극한 강도 제안식을 제시하였다. Lamport 등
(1991)은 실험을 통해 전단키의 간격 또는 높이의 증가가
연결부 강도를 높여 줄 수 없음을 확인하였으며, 하중 저
항 매커니즘이 그라우트 압축 스트럿과 그라우트와 슬리
브 사이의 마찰로 인한 구속효과임을 밝혔다. Jiang 등
(2011)은 프리스트레스 그라우트 파일-슬리브의 구조 성
능에 관한 논문을 발표하였으며, 앞선 선행 연구자들의
파괴모드와 설계식에 대해 정리하였다. Paul 등(2015)은
기존 수행된 해상 그라우트 연결부에 관한 실험결과를 정
리하였으며, 실험결과가 어떻게 설계기준과 비교 되었고,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확인하였다. 국내에서는 Lee 등
(2016)이 피로강도를 설계기준과 기존 연구 결과로 비교
하였다. 이 연구에서 120MPa 이상의 고강도 그라우트 연
결부에 피로 강도는 기존의 설계식 보다 보수적으로 결과
가 나타났으며, 전단키의 간격에 따라 슬리브에 발생되는
거동이 다르게 평가됨을 확인하였다.
3.2 파괴 모드 분석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미 연구자들은 해상 풍력 기
초 그라우트 연결부에 대한 꾸준한 관심과 연구가 수행되
어 왔으며, DNV, API, ISO 등의 설계 기준에서의 설계식
에 대한 한계점들을 밝혀왔다. 또한 하중 및 그라우트 재
료, 연결부 재원, 강재의 구속효과에 따른 영향성을 나타
내었고, 실험적 연구를 통해 각기 다른 파괴모드를 제안
하였다. 하지만 대부분의 연구자들의 연구결과가 기존에
설계식과 다른 이유는 실제 파일 또는 슬리브에 사용되는
강재의 구속효과에 대한 영향인 것을 연구결과에서 추정
할 수 있었다.

3. 결

론

본 연구에서는 풍력 발전 타워 기초 파일-슬리브 연결
부의 기존 설계식과 다양한 형태 및 재료의 연결부에 대
한 선행 연구의 제안식과 파괴모드를 분석하였다. 특히
파괴 모드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매우 다양하다. 하지
만 현재의 설계 기준에서 제시하는 설계식은 미끄러짐에
의한 파쇄파괴와 대각선 균열에 의한 파괴를 가정하여,
설계식이 사용되어져 왔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결과를 분
석한 결과, 설계식에 파일-슬리브 강재의 구속효과를 고
려하지 않을 경우 실제 거동과 일치하지 않는 현상을 확
인 할 수 있었다. 따라서 향후 풍력 발전 타워의 대형화
및 재료의 고강도화에 대응 할 수 있도록, 실제 파일-슬
리브의 구속효과에 따른 거동을 고려할 수 있는 정밀한
새로운 설계식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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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력타워 구조물의 감쇠비에 따른 진동저감 효과 분석
Analysis of Vibration Reduction Effect Depending on Damping Ratio in
Wind Turbine Tower Structure
이 윤 우* · 김 승 준** · 강 영 종*** · 한 상 윤****
Lee, Yun-Woo · Kim, Seung-Jun · Kang, Young-Jong · Han, Sang-Yun
ABSTRACT
Wind tower structure has relatively simple shape compared to other structures, but due to its characteristics, various and
irregular environmental loads are applied. These loads cause vibrations at tower, and can cause failure of the structure if
over vibration occurs. Vibration occurred at structures is gradually exhausted by damping of the structures, and if high
damping is ensured, the failure of the structure due to over vibration can be prevented. In this study, the vibration
reduction effects are to be analyzed through FEM analysis by examining the top displacement, bottom moment, and
bottom fatigue damage of the structure depending on damping ratio of the wind tower structure.
Key W ords: damping, dynamic response, vibration, wind turbine tower

1. 서 론
Table 1. Vestas V90-3.0MW
세계적으로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이 증대됨으로 인해
신재생 에너지 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왔으며 이에 대
한 연구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풍력발전 또한
신재생 에너지의 한 분야로 대형화 및 해상풍력발전단지
의 대규모 개발을 통해 성장하고 있는 추세이다.
풍력타워 구조물은 일반적인 구조물에 비해 비교적 단
순한 형태를 나타내지만 구조물의 특성상 큰 풍하중과,
특히 해상풍력의 경우 다양하고 불규칙적인 외부의 환경
하중이 작용하게 된다. 이러한 하중들은 풍력타워 구조물
에 크고 작은 진동을 발생시키며 진동이 과해질 경우 타
워 구조물의 파괴를 유발할 수 있다.
구조물에 발생하는 진동은 구조물의 감쇠(damping)에
의해 점차 소진된다. 감쇠가 클수록 발생하는 진동에 대
한 저항이 커지게 되며 높은 감쇠를 확보할 경우 과진동
으로 인한 구조물의 파괴를 억제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풍력타워 구조물의 감쇠비(damping
ratio)를 매개변수로 한 구조해석을 통해 감쇠비에 따른
구조물의 진동저감 효과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Total Mass

2.1 대상 풍력터빈

고려대학교
대전대학교
고려대학교
고려대학교

4 m/s

Rated Wind Speed

15 m/s

Cut Out Wind Speed

25 m/s

2.2 타워 모델

Fig. 1 Tower Model

해석에 사용된 타워 구조물은 Vestas社의 3MW 터빈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해당 터빈의 간략한 제원은 아래
Table 1과 같다. 터빈의 총 중량 147.3ton은 타워 최상단
에 작용하는 집중질량으로 고려하였다.
학생회원․
정 회 원․
정 회 원․
정 회 원․

Cut In Wind Speed

구조해석을 위한 풍력타워 모델은 상기 터빈을 지지하
기 위한 구조물로, 27개 구간으로 나누어진 총 길이
76.11m의 Beam요소를 이용하여 모델링 하였으며 하단부는
고정단의 경계조건을 적용하였다.

2. 해석 모델

*
**
***
****

147.3 ton

2.3 풍하중
풍력타워 구조물에 작용하는 풍하중의 평균풍속은 대상

건축사회환경공학과 박사과정, E-mail: leeywda@korea.ac.kr - 발표자
건설안전방재공학과 조교수, E-mail: skim@dju.kr
건축사회환경공학과 교수, E-mail: yjkang@korea.ac.kr
초대형구조기술연구소 연구교수, E-mail: kiss0521@korea.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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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력터빈의 정격풍속인 15m/s이며, 높이에 따른 풍속의
분포는 지수법칙에 따라 아래와 같은 관계를 가진다.
       

Fig. 4 Max. Displacement
3.2 타워 하단 모멘트

Fig. 2 Wind Speed Distribution
풍속데이터를 이용한 풍하중의 산정에는 ASCE에서 제시
하는 풍압력 산정 공식을 이용하였다.
Fig. 5 Bottom Moment

     

3. 구조 해석
감쇠비에 따른 타워 구조물의 진동 저감 효과를 알아보
기 위해, 범용 구조해석 프로그램인 Abaqus를 이용하여
1%부터 10%까지의 감쇠비를 갖는 타워 모델의 동적 응답
을 살펴보았다.

1%의 감쇠비를 적용한 모델과 10%의 감쇠비를 적용한 모
델의 경우, 타워 하단에 각각 9625.36kN·m와 6933.43kN·m
의 최대 모멘트가 발생하였다.

3.1 타워 상단 변위

Fig. 6 Max. Moment
3.3 하단부 피로손상

Fig. 3 Top Displacement
1%의 감쇠비를 적용한 모델과 10%의 감쇠비를 적용한
모델의 경우, 타워 상단에 각각 0.148m와 0.104m의 최대
변위가 발생하였다.

타워 하단부 피로손상 검토에는 아래 Fig. 7과 같이
DNV·GL에서 제공하는 S-N Curve를 이용하였다.
1%의 감쇠비를 적용한 모델과 10%의 감쇠비를 적용한
모델에 대해 15개 구간의 응력범위에 해당하는 발생
Cycle 수는 각각 아래 Fig. 8, Fig. 9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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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 론

풍력타워 구조물에 발생하는 진동에 대해 FEM 구조해석
을 통해 구조물의 감쇠비를 변화시킴에 따른 동적 응답을
분석하였다. 터빈의 정격풍속인 15m/s의 평균풍속을 가지
는 풍하중에 대해 1%부터 10%의 감쇠비를 갖는 구조물의
상단 변위, 하단 모멘트, 하단부 피로손상을 검토하였다.
1) 상단 변위응답의 경우, 1%의 감쇠비를 가진 구조물
에 비해 4~5%의 감쇠비를 가진 구조물의 최대응답이
약 25% 감소하여 수렴하는 경향이 나타났으며 감쇠
비가 10%일 경우 약 30%의 최대응답 저감효과를 나
타내었다.
2) 하단 모멘트응답의 경우, 1%의 감쇠비를 가진 구조
물에 비해 4~5%의 감쇠비를 가진 구조물의 최대응답
이 약 23% 감소하여 수렴하는 경향을 나타났으며 감
쇠비가 10%일 경우 약 28%의 최대응답 저감효과를
나타내었다.
3) 하단부 피로손상의 경우, 1%의 감쇠비를 가진 구조
물에 비해 구조물이 4% 이상의 감쇠비를 가질 경우
90% 이상의 피로손상 저감효과를 나타내었다.

Fig. 7 S-N Curves in A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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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하학적 초기결함을 고려한 풍력발전타워 보강강관 좌굴강도에 따른
종방향 보강재 유효간격 분석
Analysis of a Effective Spacing of Longitudinal Stiffeners with Initial
Imperfections According to Buckling Strength of Reinforced Steel Wind
Turbine Towers with Geometric Initial Imperfections
장 민 서* · 김 종 민** · 김 승 준*** · 한 상 윤****
Jang, Min-Seo · Kim, Jongmin · Kim, Seungjun · Han, Sang-Yun
ABSTRACT
All structures can not be perfect due to geometric or material initial imperfections. Initial imperfections are an important
factor in determining the buckling mode and are known to be important factors in evaluating the actual buckling strength.
The DNV-RP-C202 design standard limits the longitudinal stiffener spacing. However, the criteria for the stiffener spacing
presented in DNV-RP-C202 is a guideline derived from the curved panel theory of perfect cross-sectional shape without
initial imperfections. In this study, considering geometric initial imperfections, the transition point of stiffener spacing
where longitudinal stiffeners affect the buckling strength of reinforced steel wind turbine tower is analyzed using finite
element analysis program. The results of finite element analysis compared with theoretical results based on the perfect
shape. As a result, a more reasonable stiffener spacing considering the initial imperfections was suggested.
Key W ords: initial imperfection, longitudinal stiffener, stiffened cylinder

1. 서

론

원형 단면의 구조물은 풍력발전타워, 해양구조물, 항공기
동체 등의 분야에서 대표적인 구조물 중 하나이다. 구조
물의 대형화의 필요성과 강재의 고강도 적용으로 인하여
반경대비 두께비가 큰 구조를 이루고 있으며, 이러한 세
장한 단면은 국부좌굴에 의한 좌굴강도가 지배하게 된다.
이러한 국부좌굴 강도를 증진하기 위한 방법 중 보강재를
사용하는 방법이 가장 효율적인 것은 지당하다.
실제 구조물은 제작과정에서 기하학적이나 재료적인 초기
결함으로 인하여 완벽한 구조물이 될 수 없다. 이런 초기
결함은 크기와 형상에 따라 좌굴모드 형상과 좌굴강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원통형 풍력발전타워의 합리
적인 좌굴강도 예측을 위해서는 초기결함을 고려한 해석
및 연구가 필요하다.



 
     
 
 


  





 







  


    


 



(1)

여기서 은 길이방향에서 Half-sine 의 개수이며, 은
원주방향에서의 Full-sine 의 개수를 나타낸다. Batdorf


    는 단면형상에 따른
parameter 라고 하는    


계수이다. Fig. 1과 같이 좌굴모드에 따라 좌굴응력이 결
정된다.

2. 탄성좌굴 방정식 및 DNV 설계기준 분석
Fig. 1 Buckling mode shape graph

2.1 Equilibrium Equation for Cylindrical Shells
좌굴강도는 구조물의 최적 좌굴모드 형상에 따라 결정
된다. 다음 식(1)은 판 좌굴 미분방정식에서 원통형 좌표
계로 치환하여, 압축력만이 작용할 때의 탄성좌굴응력을
나타 낸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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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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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 길이의 좌굴모드라고 할 수 있는   ,    인
원통의 경우  ≤ 인 경우에 해당된다.
원통형과 유사하게 매우 좁은 Curved Panel인 경우, 단
면계수  ≤ 인 경우에 탄성좌굴모드가 원주방향 HalfSine 개수가 1개가 생기는 좌굴모드를 갖게 된다.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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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Curved Panel의 원주방향 간격이 고려
   


된다.
2.2 DNV-RP-C202 Buckling Strength of Shells
DNV 설계기준에서는 탄성좌굴강도를 설계할 때 앞서 언
급한 좌굴 미분방정식의 결과를 따르고 있다.

 
 
 
  
,      ,
 


  

  

 


   
 


하지 못하는 보강재 간격 배치는 무보강 강관으로 판단하
여 설계하라고 되어 있다. 그러나 DNV의 설계기준에서 제
시하는 간격 제한은 완벽한 형상, 즉 초기결함이 없는 탄
성좌굴 미분방정식의 결과 중 매우 좁은 Curved Panel의
조건인  ≤  의 결과를 기반으로 제한하고 있다. 초
기결함의 크기와 형상은 좌굴강도 저감 뿐만 아니라 좌굴
모드 형상에 영향을 미치므로, DNV에서 제시하는 보강재
간격에 대한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하다.

3.


   
  각각의 계수들은 작용하는 하중에 따라 다


2.1 Curved Panel

음 Table 1과 Table 2와 같이 결정된다.
Table 1. Buckling coefficients for unstiffened cylindrical shells




Axial stress

1

 

Bending

1

 

5.34

  

0.6

4
2

 

 


0.6
0.6

Torsion and shear
force
Lateral pressure
Hydrostatic pressure

해석 모델의 직경과 길이, 두께를 각각 D=4,000mm,
L=3,000mm, t=20mm로 일정하게 고정시키고 곡률반경 θ=
5°~180°에 따른 모델 20가지에, 기하학적 초기결함의 크기
를 두께의 비율로 나타낸 δ/t = 0.01~0.3의 형식으로 나
타내어 매개변수 해석을 수행하였다. 초기결함만의 영향
을 고려하기 위하여 재료적 비선형성을 고려하지 않고 초
기결함을 반영한 기하학적 비선형해석을 수행하였다. 해
석프로그램으로는 범용 유한요소 해석프로그램인 ABAQUS
6.13을 이용하여 유한요소 비선형해석을 수행하였다.






     


   




유한요소 해석 및 분석

 

 

Table 2. Buckling coefficients for unstiffened curved panels

Axial stress
Shear st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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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rcumferential 


compression



 


   




   








   




  





  





 

0.6
0.6

좌굴 미분방정식과 DNV 설계기준식의 차이점은 DNV는
초기결함을 고려하는 계수인 (imperfection knock-down
factor)를 반영하여 Fig. 2 와 같이 초기결함 효과를 고
려하여 탄성좌굴강도를 저감시키고 있다.

Fig. 3 Elastic Buckling Stress of Curved Panel
Fig. 3 과 같이 초기결함의 크기에 따라 좌굴강도변화
뿐만 아니라 좌굴모드형상도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
하였다. 해석결과를 바탕으로 초기결함의 크기에 따라 원
주방향 내에 Half-Sine 개수가 1개가 나타나는 매우 좁은
Curved Panel 좌굴모드의 경계점을 도출 해내었다. 유한
요소 해석 결과와 DNV에서 제시하는 보강재 간격에 따른
요구 보강재 개수를 Table 3.에 나타내었다.
Table 3. Compare DNV and FEM results


Fig. 2 Imperfection knock-down factor 
DNV는 종방향 보강재를 이용한 보강강관 설계 시, 보강
재 간격에 대한 제한이 있다.   ≤ 
  이 식을 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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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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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
0.30


(mm)
0.2
2.0
3.0
4.0
6.0

 

11.40


(mm)

600

 

 


(mm)



29.76

1117

12

35.60

1222

11

21

3.2 Stiffened Cylinder
실제 보강강관의 거동을 확인하기 위하여 보강재를 배
치한 원통형 기하․재료 비선형 좌굴해석을 수행하였다. 해
석 모델의 직경과 두께 및 초기결함은 Curved Panel 과
동일하며, 보강재의 개수를 5~25개로 매개변수 해석을 수
행하였다. 보강재의 두께는 모재의 두께의 약 2/3 비율로
13 mm 로 선정하였고 이에 따른 DNV에서 제시하는 보강재
높이의 한계치보다 작은 h = 124 mm 로 정하였다. 재료의
항복응력은     으로 적용하였다.
 ≤ 








(2)



기하․재료 비선형 좌굴해석 결과, Fig. 4 와 같이 보강
재의 개수와 보강재 간격 내에 Half-Sine 개수에 따라 좌
굴형상이 달라지는 것을 확인하였고, 이에 따라 좌굴강도
경향도 다르게 나타난다. 이에 따라 임의로 2축 대칭으로
좌굴형상이 나타나는 것을 Even Number of Stiffener, 1축
대칭으로 좌굴형상이 나타나는 것을 Odd Number of
Stiffener 라고 명명하였다.

Fig. 5에서 δ/t=0인 경우는 eigen analysis 의 결과를
무보강 강관 대비 보강강관의 비율로 나타낸 것이다. 실
제 Fig. 5 에서 확인 할 수 있듯이 DNV와 이론적인 결과
인 보강재 21개 이상부터 좌굴강도 증가량이 확연히 커지
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Curved Panel 의 경우와 다르게 초기결함의 크기와 관
계없이 특정 보강재 개수 혹은 간격에 따라 보강재 간격
내의 Half-Sine 개수가 결정되었다. 이것은 원통형 내에
서 좌굴모드가 결정되어야하기 때문에 초기결함의 크기의
영향이 적은 것으로 판단된다.
Even Number of Stiffener 와 Odd Number of Stiffener
배치를 비교하여 보았을 때 상대적으로 Odd Number of
Stiffener 로 배치하였을 때, 즉 좌굴모드형상을 1축대칭
형태로 나타나게 하는 배치가 좌굴 강도 증진에 유리한
것으로 판단된다.
Fig. 6는 FEM 해석 결과와 DNV 설계강도를 비교하여 나타
낸 그래프이다. 보강재의 개수 및 간격과 무관하게 강도 측
면에서도 DNV는 매우 보수적인 결과를 도출하게 된다. DNV에
서 제한하고 있는 최대 초기결함의 크기는    로 해
석결과 중 δ/t=0.2일 때와 가장 유사하다.

Fig. 5 FEM results of stiffened cylinder

Fig. 4 Buckling mode sha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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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rved Panel 해석을 수행 해 보아도 간격 내에 Half-Sine
의 개수가 1개인 매우 좁은 Curved Panel 의 조건도 달라
지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실제 보강재를 배치한 보강강관
의 해석결과도 유사한 결론이 나왔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DNV의 보강재 간격 제한 식을
초기결함 효과를 반영하여  ′  ≤ 
  으로 수정
제안한다. 본 수정조건을 이용하게 되면 보강강관으로 거
동 할 수 있는 보강재 개수를 DNV 대비 약 50% 가량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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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로니켈슬래그 기반 무기계 바인더를 혼합한 신규 콘크리트 강성관의
안정성 평가를 위한 해석연구
A Numerical Study on Safety Evaluation of Concrete Sewage-Pi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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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ewerage age more rapidly than other facilities, leading to the destruction of the pipeline. Therefore, the replacement of
old sewer pipes through long-term construction is costly. In order to solve this problem, this study investigated the
ferronickel based sewer pipe with improved chemichal resistance and durability from concrete rigidity pipe. ABAQUS was
used as the finite element analysis program and the load was calculated by the method given in the sewage facility
standard. Therefore,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referenced in the design and construction of sewer pipes.
Key W ords: Sewage-Pipe, Rigid Pipe, Ferronickel Slag, Durability

1. 서

론

하수관거는 계획, 설계 및 시공시 최소 20년 이상 오수
와 우수를 하수처리장이나 수역으로 전달하는 토목시설물
로 중요한 국가기반시설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매립된
하수관거는 지하수 및 침투수등에 의한 노출, 토압, 수압
및 도심지 교통상재하중 등에 의하여 다른 시설물보다 노
화의 진행도가 빠르게 진행되고 이로 인해 빈번한 파손이
발생한다. 최근에는 폭우와 포장면적의 증가, 도로배수기
반 부족으로 인한 도로침수와 지하 구조물 설치로 인한
도로붕괴 사고가 야기되어 사회적 관심이 증대되었다.
(Lee et al, 2008)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스테인레스강의 주원료인 페로니
켈 생산시 발생하는 부산물을 재활용재료를 기반으로 무
기계 바인더를 혼합하여 내화학성 및 내구성을 향상시킨
콘크리트 강성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2. 하중산정
본 연구에서는 하중에 따른 관의 거동특성을 분석하고
모델링 방법에 대한 적절성을 판단하기 위해 하중조건을
LC1-LC4의 4가지로 고려하였다. LC1은 하수관거에 작용
가능한 최대 상재하중으로 도로 포장면과 차량, 매설토,
수평토압에 의해 하중이 발생하는 경우이며, 이때 매립깊
이는 1  를 적용하였다. LC2는 실제 페로니켈 기반 하수
관거를 매설한 실험장소에 굴삭기의 바퀴로 하중을 재하
한 경우로 매설토, 수평하중, 차량하중이 고려되었다.
*
**
***
****
*****

학생회원․
비 회 원․
비 회 원․
비 회 원․
정 회 원․

상명대학교
상명대학교
상명대학교
상명대학교
상명대학교

LC3는 LC2의 경우와 달리 굴삭기 버켓에 의해 하중을 재
하한 경우이다. LC4는 KSF4402의 규격에 제시되어있는 외
압강도 방법과 유사한 조건으로 하중을 재하한 경우이다.
아래의 표 1은 하중조건에 따른 하중산정 결과이다. (하
수도시설기준, 2011)
Table 1. Applied Load of Analytical Models
구분

고정하중(  )

활하중(  )

LC1

0.03934

0.01017

LC2

0.02371

0.01560

LC3

0.02371

0.07194

LC4

3.

node 당 하중=509.8093 

유한요소해석 모델링

하수관거의 구조 거동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범용구조
해석 프로그램인 ABAQUS(2007)를 사용하였으며 Shell
element를 적용하여 탄성해석 모델의 메쉬(Mesh)를 완성
하였다. 진동 및 전압 철근 콘크리트관 B형 KSF4402의 재
료특성 및 관의 재원을 표 1에 나타내었다. 연차실적계획
서(2015) 강도실험을 통해 페로니켈슬래그 관과 콘크리트
관의 강도와 재료특성이 유사함을 확인하였으므로 콘크리
트관의 재원을 대체하여 사용하였다. LC1은 바닥면의 받
침각을 60deg를 적용하였으며 LC2-LC3는 테스트배드에 구
축한 관거에 맞춰 180deg를 적용하였다. (SanJuan, 2014)
해석모델의 경계조건은 다음 표 2와 같다. LC4 바닥면은
한줄을 고정하여 적용하였으며, 경계조건의 경우 양단 자

건설시스템공학과 석사과정, E-mail: quleu29@naver.com - 발표자
건설시스템공학과 석사과정, E-mail: arisasistores@gmail.com
공과대학 기술융복합학과 박사과정, E-mail: lalala1968@naver.com
건설시스템공학과 교수, E-mail: parkss87@naver.com
건설시스템공학과 교수, E-mail: jonpark@sm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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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로 적용하였다.
Table 2. Standard of Vibrated and Rolled Reinforced
Concrete Pipe B Type
직경

포아송비

탄성계수

두께

길이

600mm

0.167

30GPa

75mm

2500mm

Table 3. Boundary condition of analytical model
위치

X축

왼쪽
오른쪽
바닥

R
R
R

Y축

Z축

R
R
R
R
R
R
R : Restrain,

X축
회전
F
R
R
F : Free

Y축
회전
F
R
R

본 연구에서는 반력과 재하하중의 비교를 통해 모델링
의 적절성을 판단하였으며, LC1-LC4 모두 오차 가 극히
작은 값으로 반력과 하중 값이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또한 관경 600  의 하수관거의 구조적 거동을 수치
화하여 4가지 경우의 하중 재하 시 응력과 변위분포도,
최대 변위와 최대응력을 확인하였다.
Table 4. Stress Results By Load Case
위치(mm)
응력(MPa)

50

625

1250

1875

2450

LC1
LC2
LC3
LC4

0.167
0.021
0.013
3.069

0.403
0.052
0.031
2.690

0.449
0.053
0.055
2.669

0.403
0.052
0.031
2.690

0.167
0.021
0.013
3.069

Table 5. Displacement Results By Load Case
위치(mm)
변위(mm)

50

625

1250

1875

2450

LC1
LC2
LC3
LC4

0.0103
0.0024
0.0014
0.1225

0.0191
0.0027
0.0017
0.1114

0.0208
0.0027
0.0039
0.1096

0.0191
0.0027
0.0017
0.1114

0.0103
0.0024
0.0039
0.1225

b) LC1 변위

d) LC2 변위

e) LC3 응력

f) LC3 변위

g) LC4 응력

h) LC4 변위

Z축
회전
F
R
R

4. 유한요소해석 결과

a) LC1 응력

c) LC2 응력

Fig. 1 ABAQUS Results of Stress and Displacement

5.

결 론

해석을 통해 얻어진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신
규 개발관인 페로니켈슬래그관은 관경 600  의 경우 진
동 및 전압 철근 콘크리트관과 재료적 특성과 강도가 유
사함으로 구조적 거동 역시 프로그램 해석결과와 유사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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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Elastic Lateral-Torsional Buckling Strength
of Doubly Symmetric I-Beams with Singly Stepped
at Midspan Subjected to Pure Bending
랄 프* · 임 환 기** · 전 형 우*** · 박 종 섭****
Santos, Ralph Raymond · Im, Hwan-Gi · Jeon, Hyeong-Woo · Park, Jong-Sup
ABSTRACT
Over the years, several studies have been made for the improvement of the design criteria of stepped beams. However,
studies on lateral-torsional buckling of stepped beams located at the midspan have been very limited. Hence, this study
aims to evaluate the elastic lateral-torsional buckling strength of doubly symmetric singly stepped I-beam at midspan
subjected to pure bending along the entire span. The I-beam measurements and specifications are in accordance with the
AISC standards. For the analysis of stepped beams, the parameters ,  and  are used. In this paper, singly stepped
beams are defined as beams having an increased cross section at midspan. The unbraced length used for the simply
supported stepped I-beams are 13.59m, 18.12m, and 22.65m while the parameters ,  and  for the cross section varies
from 0.167~0.333, 1.0~1.4, and 1.0~1.8, respectively. To model and perform the analysis for the I-beams, a universal
finite element analysis program, ABAQUS, will be used. S4R elements will be used to model the simply supported
beams and to check the accuracy of the models guide design specifications are used. The results from the finite element
analysis will be shown in tables and plotted into graphs. Based from the obtained results, conclusions and new design
guidelines are proposed.
Key W ords: Lateral-Torsional Buckling, Stepped Beams, FEM Analysis

1. Introduction
The crosss section of continuous multi-span beams are
sometimes suddenly increased, or stepped, at interior
supports of continuous beams to resist high negative
moment. However, sometimes in interior spans, the
flanges are stepped at both the center of the span near
maximum positive moment area and the supports at the
negative moment areas which can be conservatively
considered doubly stepped beam (Park, J.S. and Kang,
S.Y., 2004). This study will evaluate the elastic
lateral-torsional buckling strength of doubly symmetric
singly stepped I-beam at midspan subjected to pure
bending.
The AISC LRFD specifications
(2010）have the
following equation as an expression for  which is

strength of doubly symmetric singly stepped I-beams
were made by Park and Kang (2004) and AS 4100 (1998).
The equations by Park and Kang (2004) are:

Where

max

is

the

maximum

(1)
moment

along

unbraced length,  ;     and 
respective moments at , , and .
studies that proposed equations that can be
determining the elastic lateral-torsional
*
**
***
****

the

are the
Previous
used for
buckling

(2)

    

(3)

Where   is the stepped beam correction factor, 
is the moment gradient factor equal to 1,  is the
critical moment capacity of a prismatic beam having
the dimension of the smaller section while ,  and 
are the stepped beam parameters. While the equations
by AS 4100 (1998) are:

applicable for linear and nonlinear moment diagrams:
m ax
  
m ax      

       

         

(4)

      ≤ 

(5)

Where  is the stepped beam reduction factor, 
is the nominal moment section capacity while  and 
are the stepped beam reduction parameters.

2.

Finite Element Model
Beams are modeled using ABAQUS, a finite el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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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gram. Models having S4R elements are simply
supported and subjected to pure bending along the
entire span. The beam used for this study is a
W-36x256 with yield stress of 280 MPa and a modulus of
elasticity of 200 GPa. The study considered 27 cases
of stepped beams parameters given by Park and Kang
(2004). Stepped beam parameters are ,  and  as
shown in Figs.1 and summarized in Table 1.

The results from the finite element analysis with 
=1.4 are summarized in Table. 2 and as shown in Fig. 2.
The FEM results shows that  is directly proportional
to span-to-height ratio, meaning   increases as
span-to-height ratio increases. Based from the results,
AS 4100 provides unconcervative values for almost all
cases while Eq.3 presents conservative and reasonable
LTB capacities of singly stepped beams under pure
bending.

Table 1. Parameters Used in Finite Element Method
Analysis of Singly Stepped Beams




0.167
0.167
0.25
0.25
0.333
0.333

1.0
1.2, 1.4
1.0
1.2, 1.4
1.0
1.2, 1.4



1.2,
1.0,
1.2,
1.0,
1.2,
1.0,

(a) Elevation

1.4,
1.4,
1.4,
1.4,
1.4,
1.4,

1.8
1.8
1.8
1.8
1.8
1.8

(b) Plan View

Section A-A

Section B-B
(c) Cross Section

Fig. 1 Stepped beam parameters illustration

(a) Initial

Fig. 2 Typical Modeshape of Stepped Beams

4.

Conclusion

The elastic lateral-torsional buckling strength of
doubly symmetric singly stepped I-beams at midspan were
determined using finite element analysis and arrived at
the following conclusions. First,   value is directly
proportional to span-to-height ratio. Second, the
comparison between LTB buckling moments indicated that
the estimates from AS 4100 were unconservative and Eq.3
provides a more reasonable estimate. Lastly, Eq. 3 can
be used to developed new design equations for LTB
resistance subjected to general loading conditions such
as uniformli distributed load, a concentrated load, or
a series of concentrated l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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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성능 콘크리트 I형 거더의 전단강도에 프리스트레스가 미치는 영향
Effect of Prestress on Shear Strength of Prestressed Ultra-High
Performance I-Girder
변 남 주* · 이 정 화** · 한 상 윤***
Byun, Nam-Joo · Lee, Jeong-Hwa · Han, Sang-Yoon
ABSTRACT
Prestress is a reinforcement method to control crack due to moment on concrete girders with low tensile strength. In the
existing literature, it is mentioned that prestress for ordinary concrete affects not only crack control but also shear
strength enhancement. As the construction material improves, UHPC(Ultra-HIgh Performance Concrete) with excellent
strength and ductility has been developed by combining ultra-high strength concrete and steel fiber. However, study on
the effect of prestress on the shear strength of UHPC with different material properties from ordinary concrete is lacking.
Therefore, in this paper, the effect of prestress on the shear behavior of UHPC I-girder is studied by finite element
analysi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has been confirmed that the prestress increases crack strength and shear strength
of UHPC.
Key W ords: UHPC, Ultra-High Performance Concrete, prestressed concrete, concrete shear strength

1. 서

론

강재에 비해 경제성과 시공성이 우수한 콘크리트는 거
더의 재료로 널리 사용된다. 인장강도가 낮은 콘크리트
거더는 하부에 모멘트에 의해 균열이 발생하는데, 균열을
제어하기 위해 거더에 하중이 가해지기 전에 압축응력을
미리 도입하는 프리스트레스 공법이 사용된다. 일반 콘크
리트에 대한 기존 문헌에서는 압축응력이 전단에 의한 주
인장응력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프리스트레스가 모멘트에
의한 균열을 제어하는 것 뿐만 아니라 전단강도의 증진에
도 영향을 미친다고 언급하고 있다.
건설 재료가 발전함에 따라, 인장강도가 낮고 취성파괴
가 발생하는 콘크리트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초고강도
콘크리트와 강섬유를 합성하여 강도와 연성을 획기적으로
증가시킨 초고성능 콘크리트가 개발되었다. 일반 콘크리
트에 비해 높은 압축강도를 발현하는 초고성능 콘크리트
는 큰 프리스트레스를 도입해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
다. 하지만, 일반 콘크리트와 재료특성이 다른 초고성능
콘크리트의 전단강도에 프리스트레스가 미치는 영향에 대
한 연구는 부족한 상태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초고
성능 콘크리트 I형 거더의 전단강도에 프리스트레스가 미
치는 영향에 대해서 유한요소해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괴가 발생한다. 콘크리트는 전단보다 인장에 약한 재료로
써, 전단이 작용하면 주인장응력에 의해 주인장축의 직각
방향으로 균열이 발생하여 파괴된다. 이러한 전단파괴에
대한 콘크리트구조기준 (2012)에서 제시하고 있는 전단강
도 설계식은 Eqs. (1)~(4)와 같다. 콘크리트 전단강도
Eqs. (1)은 콘크리트( ), 전단 보강재(  ), 그리고 긴장
력의 수직성분(  )으로 구성된다.
      

(1)

  
   

(2)

    sincos

(3)

  sin

(4)

프리스트레스는 콘크리트 거더의 전단강도에 영향을 미
치는데, 긴장재가 기울여 배치되었을 때 긴장력의 수직분
력은 전단력을 감소시키며, 프리스트레스 압축응력은 전
단에 의한 주인장응력을 상쇄시킨다. 이러한 프리스트레
스의 영향을 콘크리트구조기준 (2012)에서는 긴장력의 수
직분력을 Eqs. (4), 압축응력을 Eqs. (2)에서  로 고
려하고 있다.
2.2 초고성능 콘크리트 K-UHPC 구조설계지침 (2012)

2. 설계기준 분석
2.1 콘크리트구조기준 (2012)
콘크리트 거더의 휨 강성이 충분하면, 전단에 의해 파

K-UHPC 구조설계지침 (2012)에서 제안하고 있는 Eqs.
(10)~(14)와 같은 전단강도식의 기본적인 개념은 콘크리
트구조기준 (2012)와 동일하나, UHPC는 균열 이후에 강섬
유의 가교효과로 인해 인장에 대한 추가적인 저항력이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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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Boundary Condition

생하기 때문에, 강섬유가 분담하는 전단강도  가 추가
되었다. 초고성능 콘크리트의 전단강도 Eqs. (5)는 콘크
리트(   ), 강섬유(  ), 보강재(  ), 긴장력의 수직성
분(   )으로 구성된다.
          

(5)

   
  

(6)

   tan  

(7)

     sin  cos 

(8)

   sin

(9)

Location







(1)

0

1

0

(2)

1

0

0

(3)

0

0

1

Fix : 1 , Free : 0
Table 2. Analysis Parameter
Parameter

Symbol

Value

Prestress Force (%)



0 , 20 , 40 , 60

위의 식에서 긴장력의 수직성분은 Eqs. (9)에서 고려하
고 있지만, 프리스트레스 압축응력에 의한 영향은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프리스트레스가 초고
성능 콘크리트 I형 거더의 전단거동에 미치는 영향을 유한
요소해석 프로그램인 Abaqus 6.13을 통해 분석하였다.

3. 유한요소해석

(a) UHPC
(b) Tendon
Fig. 2 Material Property of Finite Element Analysis

3.1 해석 개요
본 연구의 전체적인 유한요소해석 모델은 Fig. 1과 같다.
전단파괴를 유도하기 위해 하부플랜지에 8개의 긴장재를 2
열로 배치하였으며, 프리스트레스의 부모멘트에 의해 발생
하는 균열을 방지하기 위해 상부플랜지에 3개의 긴장재를
배치하였다. 긴장재는 지름 15.2mm, 항복강도 2040Mpa인 강
연선을 사용하였다. 또한, 프리스트레스 응력집중에 의한
파괴를 방지하기 위해 지름 4mm, 항복강도 400Mpa인 전단철
근으로 정착구를 보강하였으며, 세장한 복부판에 발생할 수
있는 국부파괴를 방지하기 위해 두께가 100mm인 스티프너로
보강하였다. 하중조건은 3점재하 형태로써, 상부 플랜지의
중앙경간에 변위하중을 재하하였고, 경계조건은 단순지지
조건으로 Table. 1과 같다. x는 길이방향, y는 횡방향, z는
수직방향을 나타낸다.
콘크리트는 인장강도와 압축강도가 현저히 차이가 나는
재료로써 해석시 항복조건(Yield Criteria)의 선택이 중
요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Abaqus 6.13에서 제공하는
CDP(Concrete Damaged Plasticity) 항복조건을 사용하여
해석연구를 수행하였다. 유한요소해석에 적용한 UHPC와
긴장재의 응력-변형률 곡선을 Fig. 2에 나타내었는데,
UHPC는 K-UHPC 구조설계지침 (2012)에서 응력-균열폭 곡선

으로부터 등가검장을 사용하여 도출된 응력-변형률 곡선
을 사용하였고, 긴장재는 일반적으로 유한요소해석시 사
용되는 강재 모델인 PEP(Perfect Elasto-Plasticity) 모델
을 사용하였다. 해석 방법은 재료⋅기하 비선형을 사용하
였고, Shell 요소를 사용하였다. 해석변수는 Table 2.와
같다. 프리스트레스는 하부 플랜지에 배치된 2열의 긴장
재에 가력하였으며, 크기는 긴장재 항복강도와의 비율로
나타내었다.
3.2 해석결과 및 분석
초고성능 콘크리트는 강섬유의 가교효과로 인해 콘크리
트에 균열이 발생한 후에 강성은 감소하지만, 주인장응력
이 강섬유로 전이되어 강도는 감소하지 않으며, 최종적으
로 강섬유에 작용하는 인장응력이 강섬유의 항복강도에
도달했을 때, 강도가 감소하기 시작한다. 본 연구에서는
강성이 급격하게 변하는 지점을 균열강도, 강도가 감소하
기 시작하는 지점을 전단강도로 정의하였다. 이러한 전단
거동을 나타내는 초고성능 콘크리트 거더에 프리스트레스
를 가력했을 때의 하중-변위 곡선을 Fig. 3에 나타내었
다. 프리스트레스에 의한 압축응력은 전단에 의한 주인장

Fig. 1 Drawing of Finite Element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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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P-△ Cur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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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강성은 변하지 않지만, 균열강도와 전단강도가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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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성능 콘크리트 I형 거더의 휨 전단강도에 대한 해석 연구
Analytical Study on the Flexural Shear Strength of Ultra High
Performance Concrete I-Girder
권 영 웅* · 변 남 주** · 이 정 화*** · 한 상 윤**** · 강 영 종*****
Kwon, Young-Woong · Byun, Nam-Joo · Lee, Jeong-Hwa · Han, Sang-Yun · Kang, Young-Jong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s the flexural shear strength of ultra high performance concrete I-girder. The effect of aspect ratio
on the flexural - shear strength of UHPC was analyzed using finite element analysis. The UHPC I-type girder was
modeled using 3D shell elements and analyzed using geometric and material nonlinear analysis. The boundary condition
is simple support condition and a displacement load is applied to the center of the upper flange. The results shows that
shear strength decreased as the aspect ratio increased and the bending-shear failure of UHPC I-girder does not occur even
at larger moment than ordinary concrete due to the cross-linking action of steel fiber.
Key W ords: UHPC, Flexural Shear strength, Steel fiber, FEM

1. 서

론

초고성능콘크리트는 강섬유가 혼입되어 압축강도 180MPa
의 초고강도와 고인성을 특징으로 하는 차세대 콘크리트이
다. 혼입된 강섬유의 가교작용으로 인장강도와 휨강도가
높아 우수한 성능을 발휘할 가능성이 높은 재료로써 각종
구조물에 적용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UHPC의 가교작용은
기존 콘크리트에 비하여 휨이나 전단에 의한 성능을 향상
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다. 따라서, 기존 콘크리트의 구조
설계에서 고려하지 않았던 재료의 인장강도와 연성을 충분
히 활용한 설계법 제시가 필요하다.
특히, UHPC는 강섬유로 인하여 인장강도가 증진됨에 따
라 휨과 전단에 대한 한계상태가 일반적인 콘크리트와는
다를 수 밖에 없다. 하지만, 현재까지 제시된 UHPC관련
지침에서는 휨이나 전단에 대한 기준은 제시하고 있으나,
휨과 전단이 동시에 작용되는 휨 전단강도에 대해 제시되
어 있지 않으며, 관련 연구도 미비한 상태이다.
콘크리트구조기준(2012)에서는 Eqs. (1)와 같이 복부판
전단파괴와 휨-전단 파괴에 대한 강도를 각각 제시하고
있으나, 국내 초고성능 콘크리트 K-UHPC 구조설계지침
(2012)의 Eqs. (2)에서는 휨-전단 한계상태에 대한 언급
이 되어있지 않다. 콘크리트보 인장부에서 발생한 초기
휨균열이 휨전단균열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전단응력(v)과
휨응력(f)의 비  가 주요한 인자이며 이 인자들은 전단
력(V)와 휨모멘트(M)에 의해 결정된다. Eqs. (3)에서, 
은 균열의 높이,  는 균열의 상태를 나타내는 실험에 의
해 결정되는 계수이다.


  
    ≤ 



(1)

  


(2)

 



 


(3)

따라서, 강섬유가 혼입된 초고성능 콘크리트에서는 높은
강도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되며 본 연구에서는 유한요소
해석을 통해 초고성능콘크리트 I형 거더의 휨-전단강도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2. 유한요소해석
2. 2.1 해석 개요
본 연구에서는 범용 해석프로그램인 ABAQUS를 이용하여
유한요소해석을 수행하였다. 전체적인 해석모델은 Fig. 1
과 같으며, 하부 플랜지에 항복강도가 2040MPa인 지름
15.2mm의 강연선 20개를 배치하였다. 경계조건은 단순지
지조건이며 하중조건은 3점재하 형태로써, 상부플랜지 중
심부에 변위하중을 재하하였다. 압축강도가 180Mpa, 인장
강도가 13Mpa인 초고성능콘크리트의 항복조건에는 해석프
로그램 ABAQUS에서 제공하는 CDP(Concrete Damaged
Plasticity) 재료모델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휨과
전단의 상호작용에 의한 휨전단강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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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ide View
Fig. 1 Drawing of Finite Element Analysis Model

(b) Front View

UHPC의 휨-전단 강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해
석 결과로써, 형상비에 따른 강도-변위 곡선을 Fig. 2에
나타내었다. 형상비가 증가할수록 보에 작용하는 휨모멘
트가 커지고, 최종적으로 휨응력에 의한 복부판의 하단에
휨균열이 발생하기 때문에, 전단강도가 감소하게 된다.
형상비가 2.5이하인 모델은 휨 균열이 발생하지 않고 복
부판 전단파괴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를 제외한 결과를
사용하여 휨-전단강도의 경향선을 도출하여 Fig. 3에 나
타내었다. 또한, 해석결과를 콘크리트구조기준(2012)에
서 제시한 휨전단강도 설계식과 비교하면, UHPC는 일반
콘크리트에 비해 더 큰 모멘트가 작용하여야 휨-전단 파
괴가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휨전단거동은 일
반콘크리트와 달리 UHPC 강섬유의 가교작용 때문이라 판
단된다.
Fig. 2 Shear Strength and displacement relationships
According to Aspect Ratio

3.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초고성능 콘크리트 I형 거더의 휨-전단
강도에 형상비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유한요소해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형상비가 증가할수록 전단
강도가 감소하였으며, 강섬유의 가교작용으로 인해 UHPC
는 일반 콘크리트에 비해 더 큰 모멘트에서도 휨-전단파
괴가 발생하지 않는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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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Comparisons between Analaysis Result and
Design Streng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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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간길이/유효높이(a/d)를 형상비로 정의하였고, 이 형
상비를 변수로 해석을 수행하였다. 전단에 의한 파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형상비 2에서부터 휨파괴가 지배적
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형상비 8까지 해석을 수행하
였다.
3. 2.2 해석결과 및 분석
본 연구에서는 유한요소해석을 사용하여 형상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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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HPC I형 거더의 탄성 플랜지 좌굴 특성에 대한 해석 연구
Analytical Study on Elastic Flange Local Buckling of UHPC I-girders
이 정 화* · 변 남 주** · 이 기 세*** · 한 상 윤**** · 강 영 종*****
Lee, Jeong-Hwa · Byun, Nam-Joo · Lee, Kee-Sei · Han, Sang-Yun · Kang, Young-Jong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s elastic flange local buckling of ultra high performance concrete (UHPC) I-girders. The girders
were modeled using 3D shell elements (S4R) and analyzed by eigenvalue analysis. Then, the flange local buckling
strength from the FE analysis were evaluated according to the flange and web slenderness ratios and compared to the
local buckling strength of steel girders. The results shows that the flange local buckling of UHPC I-girders are
underestimated compared to the strength of steel girders which has same geometric cross sections and further studies
needed related to this field.
Key W ords: flange local buckling, I-girder, local buckling coefficient, UHPC
며, 경계조건에 따른 UHPC I형 거더의 탄성좌굴강도를 분
석하였다. 또한, UHPC의 탄성좌굴강도를 기존 강재 거더
의 탄성 좌굴 강도와 비교 검토하였다.

1. 서 론
고성능 콘크리트(이하, UHPC)는 높은 압축강도와 더불
어 강섬유의 혼입으로 인하여, 인장강도와 연성능력이 크
게 향상된 콘크리트 재료이다. UHPC는 교량 등의 대형 토
목구조물에 적용될 경우, 높은 압축강도로 인하여 기존
콘크리트 부재에 비하여 매우 세장한 설계가 가능하여,
자중 경감 효과가 우수하다. 이러한 장점으로 장경간의
교량 바닥판 혹은 장경간 보도교 등에 다양하게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높은 압축강도로 인한 구조물이 세장화는
그동안 콘크리트 구조물에서는 고려하지 않았던 부재의
좌굴을 발생시킬 수 있다.
특히, 거더의 플랜지에서 발생될 수 있는 플랜지 국부
좌굴은 세장해진 교량의 거더 혹은 바닥판에서 발생가능
성이 높으므로, 이에 대한 연구가 수행될 필요성이 있다.
균일한 재료를 갖는 강재 거더의 플랜지 좌굴강도는 판
이론을 근거로 다음과 같이 산정이 가능하다.


  

    

 



여기서, 는 경계조건에 영향을 받는 좌굴계수, 는 탄성
계수,  는 포아송비,  는 판부재의 두께, 는 판의 폭이다.
플랜지 좌굴의 경우, 복부판에 의한 지지조건에 따라,
좌굴계수(k)가 결정되며, 이는 좌굴강도에 큰 영향을 주
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세장한 플랜지를 갖는 UHPC I형 거더에
대한 탄성국부좌굴 강도를 해석적 기법으로 평가하였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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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조해석
2.1 해석 개요

UHPC 거더 플랜지의 탄성좌굴 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3차원 쉘요소(S4R)를 이용한 탄성좌굴 해석이 수행되었
다.(Fig.1) 해석은 범용구조해석프로그램인 ABAQUS를 이
용하여 구조해석을 수행하였다.
UHPC재료는 고강도 재료로써 일반적인 콘크리트보다 탄
성계수가 크다. 본 해석에서는 Table. 1과 같이, UHPC 재
료의 탄성계수를 45000MPa, 포아송비를 0.2로 가정하였다.
Fig. 2는 3차원 유한요소해석 모델을 보여주며, 해석모
델의 제원은 플랜지 폭 1000mm, 높이 1000mm의 단면을 갖
는 I형 빔으로 가정하였다.
해석변수는 플랜지의 경계조건에 따른 국부좌굴 강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경계조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복부
판의 세장비와 플랜지의 세장비에 따른 좌굴강도를 분석
하였다. 플랜지의 세장비(  )는 5~50, 복부판의 세장비
(  )는 20~200으로 다양한 형태의 단면이 분석에 이용되
었다.
Table 1. Material properties of UHPC for FE analysis

UH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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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ross section
Fig. 4 Flange local buckling mode shape.
기존 강재의 좌굴강도와 비교한 결과, 강재의 좌굴강도
보다 UHPC의 좌굴강도가 낮게 평가되었다. 이는 UHPC의
탄성계수가 강재의 탄성계수보다 작기 때문으로, UHPC거
더의 좌굴이 강재일 때보다 더 취약한 것으로 판단된다.

3.
Fig. 2 FE analysis model using 3D shell elements

2.2 해석결과
UHPC I형 거더에 대한 탄성해석결과는 Fig. 3와 같으며,
대표적인 좌굴모드는 Fig. 4와 같다. 해석결과, 플랜지의
좌굴강도는 복부판의 영향에 따라 좌굴강도가 다르게 평가
되었으며, 복부판의 세장비가 작을수록 큰 좌굴강도가 발
현됨을 확인하였다. 또한, 복부판의 세장비가 작을수록 고
정지지조건의 좌굴강도 곡선과 가까웠고, 클수록 힌지지지
조건의 좌굴강도 곡선과 가까움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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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론

본 연구에서는 UHPC I형 거더 플랜지의 탄성 국부좌굴
강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다양한 플랜지와 복부판의 세장
비에 따른 탄성 좌굴 특성을 분석하였다.
해석결과, UHPC 거더의 플랜지 탄성좌굴은 기존 강재
거더일 때보다 동일한 조건에서 더욱 취약한 것으로 판단
되며, 이에 대한 상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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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쪽으로 지지된 UHPC판의 비탄성 국부좌굴 특성
Characteristics on Inelastic Local Buckling of UHPC Plate Supported
by One Edge
이 정 화* · 이 기 세** · 권 영 웅*** · 한 상 윤**** · 강 영 종*****
Lee, Jeong-Hwa · Lee, Kee-Sei · Kwon, Young-Woong · Han, Sang-Yun · Kang, Young-Jong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s characteristics on inelastic flange local buckling of ultra high performance concrete (UHPC) plate
supported by one edge. The UHPC plate were modeled using 3D shell elements (S4R) and analyzed using by geometric
and material nonlinear analysis. The plates for FE analysis were supported by pined and fixed boundary conditions to
considering constrained effects of one web. The inelastic local buckling strength from the FE analysis were evaluated
according to the flange slenderness ratios. The results shows that material non-linearities of tensile behavior of UHPC
highly affects the inelastic local buckling of UHPC plate.
Key W ords: flange local buckling, inelastic local buckling, plate, UHPC

1. 서

론

고성능 콘크리트 (이하, UHPC)는 높은 압축강도와 더불
어 강섬유에 의한 인장강도 및 연성능력이 크게 증가된
재료로써, 자중절감이 가능한 장경간 바닥판 및 보도교
설계에 효율적으로 이용이 가능하다. 특히, 높은 압축강
도로 인하여 거더 혹은 바닥판 등의 판부재로 설계할 경
우, 단면 축소가 가능하여 부재의 경량화와 세장화가 가
능하므로 매우 우수한 재료로 평가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판 부재의 세장화는 국부적인 좌굴을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이와 관련된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기존 연구에서 세장한 판의 경우, 널리 알려진 국내외
설계기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판의 좌굴 공식으로 산정이
가능하지만, 이는 강재와 같이 압축과 인장거동이 균일한
재료의 판에만 적용될 수 있는 한계점을 갖는다.
본 연구에서는 재료의 비선형성이 고려된 세장한 UHPC
판 부재의 비탄성 국부좌굴에 대하여, 해석적 기법으로
평가하였으며, UHPC의 재료적인 특징이 국부좌굴강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구에서 고려된 UHPC재료 모델은 Fig. 2과 같으며, 초고성
능 콘크리트 k-UHPC 구조설계지침의 재료 모델을 사용하
였다.
판의 길이방향을 따라 고정지지와 힌지지지의 경계조건
을 적용하여, 한쪽으로 지지된 판을 모델링하였다. 하중
은 판의 양끝단에 균일한 압축응력이 재하되도록 하였다.
(Fig. 3)
Table 1. Material properties of UHPC for FE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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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구조해석
2.1 해석 개요

Fig. 1 FE analysis model using 3D shell elements

UHPC 판 좌굴 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3차원 쉘요소
(S4R)를 이용한 재료 및 기하 비선형 해석이 수행되었다.
범용구조해석프로그램인 ABAQUS를 이용하여, 폭 1000mm을
갖는 판을 3차원 쉘요소로 모델링하였다.(Fig. 1) 본 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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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결과, 플랜지가 고정지지된 경우가 힌지로 지지된 경
우보다 큰 좌굴강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힌지지지조
건인 경우에는 재료의 비선형성을 고려하지 않은 모델(GNsimply supported)과 고려한 모델(GMN-simply supported)의
좌굴강도는 유사하게 나타났으므로, 재료적인 비선형성의
영향이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고정지지조건
의 해석모델의 경우, 재료비선형성을 고려하지 않은 모델
(GN-fixed)과 고려한 모델(GMN-fixed)의 비탄성좌굴강도의
차이는 매우 크게 나타났다. 이는 UHPC의 비선형적인 재료모
델과 복부판에 의한 경계조건이 좌굴강도에 큰 영향을 미친
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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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inelastic flange local buckling strength according to
the support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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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1: One edge simply supported, the other free;
buckling coefficient (k=0.425)

t

(b)
Fig. 5 Flange local buckling mode shape

Case2: One edge fixed, the other free;
buckling coefficient (k=1.277)

3.

Fig. 3 Boundary conditions for analysis
2.2 해석결과
Fig. 4는 플랜지의 세장비, 경계조건, 비선형 재료모델
의 고려유무에 따라 해석결과를 나타내며, Fig. 5는 대표
적인 모델에 대한 좌굴 모드를 보여준다.

결 론

본 연구에서는 UHPC판에 대한 비탄성 국부좌굴강도를
해석적으로 평가하였으며, 경계조건, 재료모델의 고려유
무가 좌굴강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였다. 해석결과에
따르면, 고정지지조건인 경우, UHPC 재료의 비선형성이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게 나타났으며, 힌지조건인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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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그 영향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UHPC I형 거
더의 경우 복부판에 의해 지지되고 있으므로, 복부판에
의한 영향과 재료비선형성에 의한 영향이 고려되어야 하
며, 이러한 요인에 의한 좌굴강도 감소현상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재료의 비선형성을 고려한 UHPC 판 좌
굴강도에 대한 새로운 정립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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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HPC 거더의 횡비틀림 좌굴 거동 분석
Lateral Stability of Ultra High Performance Concrete Girders
이 기 세* · 이 정 화** · 한 상 윤*** · 강 영 종****
Lee, Kee-sei · Lee, Jeong-hwa · Han, Sang-yun · Kang, Young-jong
ABSTRACT
Since 1990’s, many researches about ultra high performance concrete have been conducted. Compare to conventional
concrete, it shows significantly high compressive and tensile strength so that leads to reduce the self weight of structures.
However, the use of slender member may meet the buckling failure that is not common phenomenon in concrete
structures so far. Most design codes have not suggested any provisions for buckling limit states and very few of
researches have been conducted for buckling of concrete girders. In this study, a number of finite element analysis were
carried out to investigate the buckling behavior of UHPC I-shaped girders.
Key W ords: UHPC, FEA, Lateral torsional buckling, tensile strength, concrete

1. 서 론
고성능콘크리트(UHPC)는 높은 압축 강도 뿐 아니라 기
존 콘크리트에 비해 확연하게 증가된 인장강도 및 연성으
로 구조물의 자중을 크게 감소시킬 수 있는 획기적 재료
로서 주목 받게 되었다. 최근 개발된 대한민국의 K-UHPC
는 압축강도가 180MPa, 인장강도는 20~30MPa에 달하며, 이
는 기존 콘크리트에 비해 획기적으로 재료 절감의 효과를
야기한다. 그러나 고강도 재료 사용으로 인한 부재의 세
장화는 좌굴 파괴의 위험을 지닌다. 특히 거더의 횡-비틀
림 좌굴 거동은 지간이 늘어나고 있는 현대 교량 구조물
에서 지배적인 파괴 모드로 간주 될 수 있으며 일반 콘크
리트 프리캐스트 거더에서도 그 사고사례가 보고된 바 있
다. 그러나 횡-비틀림 좌굴 거동은 현재까지 콘크리트 거
더의 설계에서 거의 다루어지지 않았던 주제이며, 대부분
의 설계 기준에서도 거더의 폭-길이 비율의 제한 정도에
그치고 있다. 균일한 재료로 이루어진 휨 부재의 선형탄
성 횡-비틀림 좌굴 강도는 식 (1)을 이용하여 구할 수 있
으나 콘크리트는 균열, 불균일한 재료특성, 건조수축, 크
리프 등의 재료 특성으로 인하여 이를 직접 적용하는 것
이 어렵다.

 

   
   

 



(1)

=Linear Elastic Buckling Strength
 =Unbraced Length
 =Flexural Rigidity
 =Torsional Rigidity
  =Warping Constant

*
**
***
****

정 회 원․
학생회원․
정 회 원․
회
원․

고려대학교
고려대학교
고려대학교
고려대학교

건축사회환경공학부
건축사회환경공학부
건축사회환경공학부
건축사회환경공학부

1948년 Marshall에 의하여 처음으로 콘크리트 횡-비틀
림 좌굴 거동 연구가 수행 이후 몇몇의 연구자들에 의하
여 식(1)의 휨강성 및 비틀림강성 등을 수정하는 시도가
이루어져 왔다. 많은 실험을 통한 검증이 이루어졌으나,
사실상 식(1)은 선형탄성 좌굴 강도를 산정하는 형태이므
로 비탄성 좌굴 거동을 예측하는데에는 무리가 있다. 특
히, 대부분의 연구는 일반 콘크리트를 대상으로 하여 콘
크리트의 인장 강도를 무시하고 있어, 20MPa을 상회하는
인장강도를 지닌 UHPC 거더에 적용할 경우 보수적인 결과
를 이끌어 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해석적으로
UHPC거더의 거동을 규명하는 한편, 인장강도를 포함하여
강도를 예측할수 있는 방안에 대해 검토한다.

2.

구조해석
2.1 인장강도에 따른 좌굴거동

인장강도 고려 유무가 거동 및 극한강도에 미치는 영향
을 알아보기 위하여 K-UHPC 설계 지침에서 제안한 응력
변형률 곡선을 적용한 경우와, 인장강도를 0으로 가정한
경우에 대한 해석을 실시 하였다. Fig.1은 고려한 응력변형률 곡선을 나타내며 Fig.2는 폭 65mm, 높이 450mm, 비
지지길이 3m 인 사각형 단면에 대한 하중 변위곡선이다.
부재는 단순 지지 되었으며, 양단 균일 모멘트를 재하 하
였고, 거더의 중앙부에 만큼의 횡변위와 라디안
의 회전변위를 초기 결함으로 재하 하였다. 두 경우 모두
횡-비틀림 변위를 보였으며 나타난 바와 같이 모든 조건
이 동일하고 인장강도를 무시하는 경우 약 18%의 극한 강
도 저감을 보이는 결과를 보였다.

연구교수, E-mail: piridin@korea.ac.kr
박사과정, E-mail: tojhlee85@gmail.com - 발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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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E-mail: yjkang@korea.ac.kr

• 107 •

Fig. 1 Stress-Strain Curve

Fig. 4    Curve due to Unbraced Length

3.

해석결과, 세장한 UHPC거더는 횡-비틀림 좌굴에 의해 강
도가 저하 될 수 있으며, 일반 콘크리와 같이 재료의 인장
강도를 무시할 경우 상당히 보수적인 설계가 유도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I형 거더의 경우에는 비지지 길이가
길수록 극한강도 발현 이전 회전 변위가 매우 큰 것으로
미루어보아, 거더에 비틀림 모멘트가 작용하게 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UHPC는 기존의 콘크리트와 달리, 좌굴 거동
에 의하여 휨강도가 지배될 수 있으며, 설계 및 해석시 이
를 고려한 강도 산정 방안이 필요하다 할 수 있다.

Fig. 2 Load-Displacement Curve
2.2 비지지길이에 따른 횡-비틀림 좌굴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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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찰받침을 이용한 철도승강장 TMD화 기술 개발
Development of Railroad Platform TMD Technology Using
a Friction Bearing
유 용* · 김 민 수** · 최 상 현***
Yoo, Yong · Kim, Minseu · Choi, Sanghyun
ABSTRACT
The study presents technology which can decrease the vibration of railroad station via adopting a friction bearing system
beneath a platform. The platform itself then constitutes a tuned mass damper system (TMD) as the bearing provides
stiffness and damping of the TMD system. To increase the robustness of the TMD system, the bearing system with
adjustable stiffness is utilized. The vibration reduction performance of the TMD system is verified via numerical analysis
on an elevated railroad station known as having a structural type with highest noise and vibration level. The numerical
analysis is performed using a commercial program, ABAQUS. The vibration analysis is performed considering
vehicle-track-structure interaction. The result of the numerical analysis shows that the TMD technology can reduce
significant amount of vibration of a railroad station.
Key W ords: railroad station, tuned mass damper, friction bearing, vibration, platform

1. 서

론
2.

PTFE(Polytetrafluoroethylene) 등의 복합재가 마찰소
재로 종종 사용하는 마찰받침은 탄성받침과 함께 건물,
교량 등에 적용되어온 대표적인 받침형식으로 구조물의
주요 하중경로에서 변위 및 진동 제어 등의 용도로 사용
되어 왔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마찰받침을 철도역사의
플랫폼 하부에 적용하고, 플랫폼의 질량을 이용한 동조질
량감쇠기화하여 철도역사의 진동을 감소시킬 수 있는 기
술을 제시하였다.
최근 대형화, 복합화되고 있는 도심지 철도역사의 경우
열차 운행으로 인한 소음 및 진동은 이용객의 불편을 초
래하고, 상업시설의 가치를 저하시킬 수 있어 이들을 저
감하려는 노력이 지속되어 왔다(Koh et al., 2016). 그러
나 현재까지 개발된 기법은 대부분 비용에 대하여 저효율
이거나 기존 역사에 적용이 제한적인 상황이다(Yoo et
al., 2016). 이 연구에서 제안한 기법은 역사에 설치되어
있는 플랫폼을 이용하므로 기존 역사에 보다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철도역사의 플랫폼을 이용한 TMD 기술의 가능성은 Yoo
et al.(2016)에 의해 검토된 바 있다. 이 연구에서는 역
사의 적용성을 높이기 위한 MTMD(Multiple Tuned Mass
Damper) 기술에 대한 검토 결과를 제시하였다. 진동저감
성능은 열차 운행으로 인한 진동이 역사건물로 직접 전달
되어 소음․진동 수준이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 선
하역사에 대한 수치해석을 통하여 검토하였다. 수치해석
은 열차-궤도-구조물 상호작용을 고려하여 수행하였으며,
ABAQUS를 이용하였다.

철도역사의 진동감소기법

2.1 기존기법
현재 철도역사의 진동을 감소시키기 위한 기법은 크게
궤도에 대한 대책과 구조물에 대한 대책으로 구분할 수
있다. 궤도에 대한 대책으로는 방진침목, 방진체결구 등
궤도재료에 대한 대책과 플로팅궤도(Kim et al., 2016)가
있으며, 구조물에 대한 대책으로는 감쇠기, 방진패드 등
이 있다. 이러한 대책 중 플로팅궤도가 가장 효과가 우수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기존 역사에 적용이 어렵고
적지 않은 비용이 투입되어야 하는 단점이 있다.

(a) measures on track

(b) floating track
Fig. 1 Measures for mitigating vib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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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2 TMD 이론
1909년 Frahm에 의해 처음 개념이 제안된 TMD는 1928년
Ormondroyd와 Denhartog에 의해 이론이 개발되었으며, 1956
년 Denhartog에 의해 정식화되었다(Shooshtari et al.,
2008). Bishop et al.(1952)은 감쇠가 추가된 TMD 이론을
제안하였으며, Warburton(1982)은 구조물의 가속도를 최소
화하여 지진과 같은 외력 작용 시 진동을 감소시킬 수 있는
TMD를 제안하였다.
TMD는 이러한 연구와 실제 구조물에의 적용을 통하여 진
동저감에 효과적임을 증명하였으나, 실제 구조물의 고유진
동수가 상이할 경우 동조이탈(off tuning) 현상으로 인하여
성능이 예상대로 발휘되지 않을 수 있어 설계변수 변화에
대한 강건성 확보가 매우 중요하다(Ko et al., 2014). 이
연구에서는 Xu et al.(1993)이 제안했던 MTMD 기법을 이용
하여 철도역사의 진동을 저감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
다. 진동저감 방안은 기존 역사에 설치되어 있는 승강장 하
부에 스프링-감쇠 기능을 갖춘 받침을 설치하여 TMD화하는
것으로 MTMD 개념을 적용하여 강건성을 확보하도록 하였다.

3. 수치해석을 이용한 검토
MTMD 개념을 이용한 철도역사의 진동저감 성능은 질량비
및 MTMD 위치 변화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Fig. 2는 검토에
사용된 대천역사에 대한 해석모델이며, Fig. 3은 승강장의
TMD화에 적용될 마찰받침이다. 수치해석은 열차-궤도-구조
물 상호작용을 고려하여 수행하였으며, 상용프로그램인
ABAQUS를 이용하였다. 해석 결과 modal amplitude의 크기가
큰 위치와 질량비가 클수록 진동저감 효과가 큰 것으로 나
타났다.

Fig. 2 Numerical model for Daecheon station

결 론

이 연구에서는 승강장을 이용한 MTMD 기술을 적용하여
철도역사의 진동을 저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하
였다. 수치해석을 이용한 검토 결과 modal amplitude의 크
기가 큰 위치와 질량비가 클수록 진동저감 효과가 큰 것
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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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Sliding bearing developed for platform T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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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CFFT 말뚝 현장지지력 실험
Field Bearing Capacity Experiment of HCFFT Pile
서 재 훈* · 김 학 군** · 김 선 희*** · 유 종 호**** · 윤 순 종*****
Seo, Jae-Hoon · Kim, Hak-Goon · Kim, Sun-Hee · Yoo, Jong-Ho · Yoon, Soon-Jong
ABSTRACT
Conventional steel and concrete piles are widely applied in civil engineering industries with long time experience and
many advantages. However, steel pipe piles, a sort of most common steel pile, are prone to losing their structural
integrity over time due to corrosive and humid conditions. Moreover, concrete piles such as in-situ concrete piles and
pretensioned spun high strength concrete (PHC) piles are subject to deterioration of their long-term structural durability.
Therefore, Hybrid FRP-concrete composite pile (HCFFT) was developed. HCFFT is consisted of pultruded FRP (PFRP)
unit module, filament winding FRP which is in the outside of mandrel composed of circular shaped assembly of PFRP
unit modules, and concrete which is casted inside of the circular tube shaped hybrid FRP pile. Therefore, PFRP can
increase the flexural load carrying capacity, while filament winding FRP and concrete filled inside can increase axial load
carrying capacity. In this paper, field loading experiments were conducted to evaluate field bearing capacity of HCFFT
pile with connection and HCFFT pile without connection.
Key W ords: HCFFT pile, dynamic load test, pultruded FRP, fillament winding FRP, bearing capacity

1. 서

론

기존의 강재와 콘크리트 말뚝은 오랜 경험과 많은 재료
의 역학적 장점으로 인하여 건설분야에서 많이 사용되었
다. 그러나 강재말뚝의 경우, 습기가 많은 환경에서는 부
식으로 인하여 구조적이 저하되고 콘크리트 말뚝의 경우
오랜 시간이 지남에 따라 구조적 성능이 저하된다. 이러
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내구성과 내부식성이 뛰어
난 FRP를 이용한 CFFT 말뚝이 개발되었다. 그러나 기존의
CFFT 말뚝은 필라멘트와인딩 공정으로 제작한 FRP를 사용
하기 때문에 축방향 압축력이 편심재하될 경우 휨거동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철근 등 별도의 보강재를
필요로 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별도의 보강재 없이
휨거동에 대한 저항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펄트루젼 방식
으로 제작된 FRP(PFRP)를 CFFT 내부에 원주방향으로 부착
시킨 400mm 직경의 FRP-콘크리트 합성말뚝인 HCFFT(Hybrid
FRP-Concrete Composite Tube) 단일말뚝과 HCFFT 단일말뚝
두 개를 연결시킨 연결말뚝의 현장 시공시 건전도와 지지
력을 평가하기 위해 현장재하실험을 통한 동재하시험을
실시하였다.

2. 말뚝의 지지력 산정방법

계산할 수 있는 Case방법과 PDA를 통해 얻은 힘과 속도를
항타완료 후 컴퓨터를 이용하여 말뚝지지력에 영향을 주
는 각종 토질정수를 가정한 후 이를 시행착오법으로 반복
계산하여 최종적으로 말뚝의 지지력, 하중-침하량관계 등
을 결정할 수 있는 CAPWAP(Case Pile Wave Analysis
Program)방법이 있다.
Case방법은 현장에서 항타와 동시에 말뚝의 예상극한지
지력을 제시하므로 항타관리에 매우 편리하지만 방법 자
체가 간략식에 의존하며 값을 경험적으로 가정하여야 하
므로 예상지지력에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단면이 변
화하는 말뚝에 대한 해석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 개선을 위해 개발된 방법인 CAPWAP방법을 통해 복
합소재 단일말뚝과 연결말뚝의 지지력을 산정하여 말뚝의
지지력을 평가하였다.

3.

현장재하실험

현장재하실험은 전북 김제시 백산면 부거리 일원에서
실시하였다. 실험은 KS F 2591 동재하시험(High-Strain
Dynamic Test)방법에 준하여 실시하였고 시험개요를 정리
하여 Table 1과 Fig. 1에 나타내었고 시험 전경을 Fig. 2
에 나타내었다.

말뚝의 지지력은 말뚝항타분석기(PDA: Pile Driving
Analyzer)를 이용하여 말뚝의 지지력을 산정하며, 그 분
석방법으로는 경험에 의한 Damping 계수(Jc)를 가정하여
항타와 동시에 말뚝의 예상지지력,말뚝의 손상정도 등을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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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The outline of in-situ load test

Table 2. Results of in-situ loading test

Pile

Basic material pile

Connected pile

Description of test

EOID

EOID

Dimension of pile

FRP Pile, 400㎜

FRP Pile, 400㎜

Method of pile driving

Direct Pile Driving Direct Pile Driving
Method
Method

equipment of pile
driving

Hydraulic Hammer
7.0ton

Hydraulic Hammer
7.0ton

Height of dropping (m)

0.7

0.7

Length of pile (m)

10.0

10.0

Depth of penetration (m)

8.8

8.8

Pile

Basic material pile

Connected pile

Skin friction force
(ton)

44.1

33.3

Point bearing capacity
(ton)

85.2

98.3

Ultimate bearing
capacity (ton)

129.3

131.6

Safety factor

2.5

2.5

Allowable bearing
capacity (ton)

51.7

52.6

BTA (%)

100

100

Evaluation

uniform pile

uniform pile

5.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유리섬유복합체를 이용한 복합
소재말뚝(HCFFT)에 대한 항타시공 후 동재하시험을 실시
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CAPWAP방법을 통해 복합소재 단일말뚝과 연결말뚝의 지
지력을 산정한 결과 단일말뚝의 경우 51.7ton, 연결말뚝
의 경우 52.6ton의 허용 지지력이 산정되었다.
시험 항타시 말뚝의 손상정도를 판단하기 위하여 시험
장비에 나타난 손상되지 않은 단면적과 원래의 단면적의
비를 의미하는 BTA를 확인하여본 결과 100%로 PILE의 손
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HCFFT 말뚝의 현장재하실험을 통한 단일말뚝과
연결말뚝의 허용지지력 산정과 건전도 평가 결과 두 말뚝
모두 충분한 구조적 성능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된다.

Fig. 1 Cross-Section of HCFFT

(a) Pile Driving

결 론

References

(b) Driving Complete

Fig. 2 View of in-situ loading test

4. 결과 분석
현장재하실험의 분석은 CAPWAP 2006 Program을 사용하
였으며, 동재하시험시 측정된 전체지지력(주면마찰력 +선
단지지력)을 항복하중으로 판단, 미국토목학회(ASCE)의
규정에 안전율 2.5 적용하여 허용지지력을 산출하였다.
또한 시험 항타시 말뚝의 손상정도를 시험장비에 나타
난 손상되지 않은 단면적과 원래의 단면적의 비를 의미하
는 BTA(Pile integrity factor for pile damage analysis)
로 판단하였다. 현장재하시험 분석결과를 Table 2에 나타
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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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크리트 벽체에 매립된 스터드 앵커의 거동에 관한 매개변수 연구
A Parametric Study for Shear Behavior of Steel Stud anchors in
Concrete wall
이 선 기* · 김 선 희** · 윤 현 도*** · 최 원 창****
Lee, Sun-ki · Kim, Sun-Hee · Yun, Hyun-Do · Choi, Won-Chang
ABSTRACT
The concrete wall panels are composed of various members such as studs, brackets, bolts and nuts, etc. Embedded studs
in the concrete wall resist transferred lateral and horizontal load in the structure. The thickness of the concrete wall
influences shear behavior of embedded studs. The finite element analysis was carried out with respect to the thickness of
the concrete wall to investigate shear behavior of embedded studs. The numerical analysis results were compared with the
experimental results and confirmed that The deformation of the stud anchor is reduced with an increase of the thickness
of the concrete wall.
Key W ords: embedded stud anchor, concrete wall, parametric study, shear behavior

1. 서

론

콘크리트 벽체-슬래브는 스터드, 브라켓, 볼트와 너트
등 여러 부재로 구성되어 있다. 콘크리트 벽체-슬래브 복
합구조체는 일반적으로 연결 및 구조성능 향상을 위해 스
터드 앵커와 임베디드 플레이트(embedded plate)를 용접
하고, 볼트와 너트를 체결하는 전단접합방식을 주로 사용
한다. 콘크리트 벽체-슬래브 구조물은 안전성을 위해 접
합부의 전단성능, 스터드 앵커 등의 접합부 파괴형태도
추가로 고려하여야 한다.
전단접합방식에 관한 기존 연구의 경우 전단보강이 전
단강도에 끼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철근을 전단보강
한 실험체와 보강을 미실시한 실험체의 내력을 비교한 결
과 전단보강을 실시한 실험체의 강성 및 내력이 증가함을
확인하였고(Cho, 1992), 25개 실험체 스터드의 매립 길이
변화를 변수로 인장실험을 실시한 결과 콘크리트 파괴에
의한 파괴영역은 스터드가 매립된 길이의 4배이상 거리가
확보되어야 한다(Oh, 1994). 스터드 매립깊이와 스터드
헤드의 비(hef/d), 벽체패널 두께를 변수로 10개의 실험체
에 대한 실험을 실시한 결과 벽체의 두께가 전단강도에
끼치는 영향이 미비함을 확인하였다(Yu, 2013).
그러나, 기존 연구로는 다양한 매개변수를 보유한 구조
물의 전단거동을 확인하는 것에 한계가 있음으로, 이 연
구에서는 기존 연구자들 중 Yu(2013)가 연구한 콘크리트
두께(100 mm, 120 mm)일 때 스터드 앵커의 전단거동 실험을
콘크리트 두께(100 mm, 110 mm, 120 mm, 130 mm, 140 mm)로
매개변수로 두고 스터드 앵커의 전단거동을 유한요소해석
을 통해 확인하였다.

은 기존연구(Yu, 2013; Kim, 2014)에서 수행한 콘크리트
벽체 실험 내용을 참고하였다. 콘크리트 벽체의 물성치는
밀도 2,300 kg/m3, 항복강도 24 MPa, 변형률 0.003을 적용
하였고, 강재의 경우 밀도 7,850 kg/m3, 항복강도 235 MPa,
변형률 0.002, 탄성계수 (E) 200 GPa을 사용하였다.
Table 1. Mechanical properties
Materials

Density
(kg/m3)

Yield
strength
(MPa)

Elongation

Modulus of
elasticity
(GPa)

Concrete

2,300

24

0.003

25.8

Steel

7,850

235

0.002

200

3. 유한요소해석
3.1 유한요소해석 모델링
콘크리트 벽체 모델링은 Fig. 1과 같이 패널 1000x1000
mm, 두께를 100 mm~140 mm로 변수로 두었으며, 접합부는 브
라켓, 스터드, 스터드 앵커를 사용하였다. 또한, 콘크리
트 벽체와 강재는 Auto Cad를 통해 3차원으로 모델링 하
였다.

2. 재료의 역학적 성질
이 연구에서 사용한 콘크리트 벽체 재료의 역학적 성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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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Design details for concrete wall

석사과정, E-mail: daun0990@naver.com - 발표자
박사후과정, E-mail: sunnys82@hanmail.net
교수, E-mail: wiseroad@cnu.ac.kr
교수, E-mail: wchoi@gachon.ac.kr

• 115 •

Table 3. Result of analysis
해석에 사용한 프로그램은 Ansys Workbench Ver.14.5를
사용하였으며, 재료의 역학적 성질은 Table 1을 적용하였
다. 경계조건은 Fig. 2에 나타난바와 같이 콘크리트 바닥
판을 Fixed로 두고 브라켓의 면에 하중을 재하하였다.

Thickness
(mm)

Test
(mm, ①)

Analysis
(mm, ②)

②/①

100

3.66

3.31

0.90

110
120

Fig. 2 Finite element analysis model of boundary condition
스터드 매립깊이에 따른 콘크리트 벽체 두께를 매개변
수로 두어 Table 2에 정리하였다.
Table 2. Test parameters
Thickness Depth of stud
(mm)
(mm)

Specimens

Stud

PC100-W16

100

85

Headed stud, 4-W16

PC110-W16

110

85

Headed stud, 4-W16

PC120-W16

120

85

Headed stud, 4-W16

PC130-W16

130

85

Headed stud, 4-W16

PC140-W16

140

85

Headed stud, 4-W16

Fig. 3은 해석모델의 변위결과를 나타내며, Fig. 4는
매개변수에 따른 벽체두께-변위의 관계를 나타내었다.

2.09

1.83

130

0.43

140

0.39

0.88

해석 결과 Table 3.과 같이 벽체의 두께를 증가시킴에
따라 임베디드 플레이트와 용접된 스터드 앵커의 변위가
작아지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건축구조설계기준(KBC 2016)에 따르면 강재앵커 측 방
향의 콘크리트 순 피복두께는 반드시 25 mm이상 확보해야
하며, 이는 스터드 앵커 피복 두께 30 mm미만의 경우 큰
변위를 일으키지만 30 mm이상의 콘크리트 피복이 확보된
경우 피복두께는 전단성능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결과
와 일치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4.

3.2 유한요소해석결과

2.74

결 론

이 연구에서는 콘크리트 벽체에 매립된 스터드 앵커의
거동에 관한 모델해석 결과 벽체두께의 증가에 따라 스터
드 앵커와 임베디드 플레이트의 변위 발생이 작아짐을 확
인하였으며, 이를 통해 벽체두께를 증가시킬 경우 전단성
능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이 연구를 통해 나타낸 스터드 앵커의 전단 변위는
건축구조설계기준(KBC 2016)의 규준을 검증할 뿐 아니라 향
후 추가 연구를 통해 구조적 성능 및 경제성을 확보를 위한
구조기준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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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비저항 탐사와 공압콘관입시험 간의 상관관계를 통한 지반 위험 상태
평가 연구
A Study on Evaluation of Ground Condition Through the Correlation
Between Electrical Resistivity Survey and Pneumatic Cone Penetration Test
조 동 환* · 김민수** · 오 정 호***
Cho DongHwan · Kim MinSoo · Oh Jeongho
ABSTRACT
최근 도심지에서 지중매설관의 구조적 결함에 의한 토사 유실로 인해 지하 공동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본 연
구에서는 이러한 지하 공동을 파악하는데 있어 현장 실험 수행 결과 전기비저항 탐사와 공압콘관입시험이 지반 조
건의 이상 징후를 탐지하는데 효율적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이미지 분석을 통한 전기비저항 실험 측정값을 정량화
하여 평균 비저항 값을 산정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실대형 실험 결과, 평균 비저항 값이 감소할수록 위험도가 증
가하였고, 공압콘관입시험 결과, N치가 작을수록 위험도가 높다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제한적인 측정 데이터 수를
토대로 평균 비저항 값과 공압콘관입시험의 결과를 토대로 상관관계를 나타내었을 때, 지반의 지하공동 발생과 관
련된 위험 수준을 제한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Key W ords: 지하공동, 전기비저항 탐사, 공압콘관입시험

1. 서

론

2.

최근 도심지에서 지중매설관의 구조적 결함에 의한 토
사유실로 인해 지하 공동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
러한 지반의 이상 조건을 탐지하는 방법은 비파괴 탐사와
지지력 평가 시험 등이 적용되고 있다. 미국 플로리다 지
역에서는 석회암으로 구성된 지반이 많으며 지하수와의
상호작용으로 싱크홀이 발생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보
고되고 있으며, 지하레이더 탐사와 동적콘관입시험을 조
합한 지하 공동 탐사 방법을 적용하여 효율적으로 싱크홀
을 탐사 하였다(Bullock, 2003). 지하레이더 탐사법의 경
우 주파수 영역에 따라 가탐심도가 결정되며 저주파수 신
호 200~600 MHz를 이용하여 2~3m 깊이에서의 지반 변화를
탐지한다. 하지만, 지하레이더 탐사 결과를 해석하는데
있어서는 많은 경험 및 지식이 축적된 전문가가 투입되어
야 하며, 데이터 처리 기술에 의한 측정치 분석 결과에
대한 정확도에 차이가 나는 단점이 있다. 지하레이더 탐
사 이외에도 전기비저항 탐사 역시 다양한 지반 탐사를
위한 조사에 적용되어왔다(Song et al, 2011). 본 연구에
서는 현장 실험을 통해 지하 공동 위험 인자를 평가하는
데 있어 신뢰성 및 현장 적용성이 좋은 전기비저항 탐사
와 지하레이더 탐사(GPR)을 병용하고, 지지력 시험으로
공압콘관입시험을 수행하였다.(Oh et al. 2016).
본 연구에서는 비파괴시험 및 지지력 시험 측정값간의
상관관계를 통해 지하공동 발생 위험도를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현장 실험 개요

2.1 현장 실험 위치 선정
Oh et al (2016)은 도심지 철도 주변에서의 지하공동
발생 위험도 산정 모델을 제안하였으며 이를 반영한 수도
권 철도 노선에 대한 재해도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이를
제한적으로 검증하기 위한 현장실험을 수행하였으며 위험
도 수준을 고려하여 현장실험 위치를 선정하였다. 단, 전
기비저항이나 지하레이더 탐사법의 경우 전기 신호에 대
한 잡음비가 크고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2개소를 제외
하고 철도 노선 부지 밖에서 실험을 수행하였다.

Fig. 1 Location of Test / Test site
2.2 현장 실험 방법
현장 실험은 측선 25m를 산정한 후, 전기비저항 및 지하

* 학생회원․ 한국교통대학교 철도시설공학과 석사과정, E-mail: cho@ut.ac.kr - 발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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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더 탐사를 선수행하고, 이상영역으로 추정되는 곳을
포함한 4개소에서 공압콘관입시험을 수행하였다. 전기비저
항 탐사는 한 쌍의 전극을 이용하여 전류를 흘려 보내고
다른 한 쌍의 전극에서 매질의 전기전도도에 따라 상이한
전위차를 측정하여 지하의 전기비저항 분포를 파악하는 방
법으로 지반의 비저항 분포를 조사하여 지반 상태를 평가
할 수 있다(ASTM-D257, 2012). 본 논문에서는 쌍극자
(dipole-dipole)배열을 사용하여 전극을 1m 간격으로 설치
한 후 전극 전개 수를 12개까지 측정하였다. 지하레이더탐
사는 500MHz 안테나를 사용하여 Radar system사에서 개발
한 prsim2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자료처리를 수행하였다.
공압콘관입시험은 공압에 의해 추를 일정한 낙하고에서
반복 낙하하여 콘을 관입시키고 타격 횟수에 따른 관입량
을 측정하는 방법이다(DIN ISO 22476-2, 2002). 공압콘관
입시험은 동적콘관입시험에 비하여 강성이 큰 로드와 콘을
사용하고, 인력으로 하중을 가하는 것 보다 오차를 줄일
수 있으며 재하하중을 30kg으로 설정할 수 있다. 본 논문
에서는 관입 길이를 2m로 하여 수행하였으며 30kg의 추를
사용하여 지지력의 변화를 측정하였다.

3. 현장 실험 수행 및 결과
본 논문에서는 전기비저항값과 공압콘관입시험 측정값
들간의 상관관계를 도출하였으며, 이에 두 실험 방법에
대한 결과를 기술하고자 한다.
3.1 전기비저항 탐사 결과
전기비저항 탐사는 7곳에서 실험을 수행하였고 이에 따른
결과는 현장 실험 장소와 같은 순서로, 아래의 그림과 같다.

Distribution : 10-300 Ohm-m

Distribution : 10-199 Ohm-m

Distribution : 50-500 Ohm-m

Distribution : 50-200 Ohm-m
Fig. 2 Result of Electrical Resistivity Survey
위 전기비저항 탐사의 결과를 분석하였을 때, 비저항
값이 작을수록 재해도 지하공동 발생 위험도가 일반적으
로 증가하는 것을 확인 하였다. 첫 번째와 다섯 번째 개
소는 상위 위험 등급에 포함되는 지역으로, 두 결과는 모
두 평균 비저항 값이 다른 개소에 비해 낮게 분포하는 것
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네 번째와 일곱 번째 개소에서의
높은 평균 비저항 값은 실제지중 매설물이 있는 것으로
확인 되었으며, 이는 지하레이더 시험결과와 일치하였다.
이러한 전기비저항 탐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MATLAB 프
로그램을 사용하여 각 영역의 가중치를 고려한 평균 비저
항 값을 산정하고, 재해도의 위험 지수와 비교를 하고자
하였다. 전기비저항 탐사 결과가 도출된 그림을 통해 전
체 넓이를 산정하고 MATLAB의 입력 함수를 통해 해당 범
위의 픽셀 수를 계산한 후, 그 결과를 바탕으로 각각의
비율을 산정한다. 산정된 비율로 해당 범위에 대한 넓이
를 구하고 분포된 각 범위 내의 비율을 통한 넓이를 산정
한다. 단, 전기 비저항의 결과의 전체 넓이에 대한 오차
는 약 4%가 발생하였는데 이는 그림의 검은 선 및 숫자로
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넓이를 통해 비저항에 대
한 분포도를 도출하고 가중 평균값을 구한다. 아래의 표
는 전기비저항 탐사 결과를 이용한 면적 계산 과정이다.

Distribution : 80-500 Ohm-m
Table 1. Area Computation Procedure
Results of
resistivity survey
and total width
calculation

Distribution : 60-1300 Ohm-m

Distribution : 1-300 Ohm-m

Calculate the
number of pixels
of specific range
using the
MATLAB input
function and Ratio
esti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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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Result of 4th test

Calculating areas
using calculated
ratio of specific
range

Total Area
Range
(Ohm-m)
2~25
25~50
50~80
80~105

Formulate a
distribution chart
and calculate
average of area of
electrical resistivity
value

87.5㎡
Average of
Range(Ohm-m)
13.5
37.5
65
92.5

105~300

202.5
SUM

이러한 방식으로 MATLAB 통해 결과를 정리한다. 아래
의 표는 각각의 위치에 해당하는 결과를 나타낸 표이다.

87.5㎡
Average of
Range(Ohm-m)
15
30
50
80
150
250
SUM

Ratio(%) Area(㎡)
30.92
17.50
5.94
9.50
22.57
8.42
94.85

27.06
15.31
5.20
8.31
19.75
7.37
82.99

Weighed
mean
4.82
5.45
3.09
7.89
35.17
21.87
78.28

Table 3. Result of 2nd test
Total Area
Range
(Ohm-m)
80~140
140~180
180~240
240~300
300~500

400
SUM

47.01
16.76
11.39
16.09

41.13
14.67
9.97
14.08

Weighed
mean
55.09
28.57
25.48
46.28

1.42
92.67

1.24
81.09

6.05
161.48

Ratio(%) Area(㎡)

55~80
80~120
120~140
140~199

67.5
100
130
169.5

Total Area
Range
(Ohm-m)
49~70
70~90
90~130
130~170
170~200
200~270
270~400

15.94
85.69

16.71
1.57
4.54
2.82

14.62
1.37
3.97
2.47

Weighed
mean
2.22
0.33
1.57
1.42

7.28
34.2
15.98
11.16
94.26

6.37
29.93
13.98
9.77
82.48

5.21
36.28
22.04
20.07
89.14

Ratio(%) Area(㎡)

87.5㎡
Average of
Range(Ohm-m)
59.5
80
110
150
185
235
335

Ratio(%) Area(㎡)
8.22
81.39
8.39
98

29.39
11.83
14.71
8.37
6.98
8.01
12.05

25.72
10.35
12.87
7.32
6.11
7.01
10.54

Weighed
mean
18.16
9.83
16.81
13.04
13.41
19.55
43.01

3.46
94.8

3.03
82.95

16.59
150.41

Ratio(%) Area(㎡)

450
SUM

7.19
71.22
7.34
85.75

Weighed
mean
5.69
91.05
14.70
111.45

앞서 언급한 전기 비저항 탐사의 결과를 표로 나타낸
것으로 이 표를 통해 가중 평균 및 비율에 따른 면적을
산정하여 재해도에 따른 위험 지수와 비교할 수 있을 것
으로 판단된다.
3.2 공압콘관입시험 결과

87.5㎡
Average of
Range(Ohm-m)
76.5
105
135
135
325
500
800
1150
SUM

7.00
88.9175

87.5㎡

400~500

Table 5. Result of 3nd test
Total Area
Range
(Ohm-m)
63~90
90~120
120~150
150~250
250~400
400~600
600~1000
1000~1300

Average of
Range(Ohm-m)
12.5
20
32.5
47.5

87.5㎡
Average of
Range(Ohm-m)
65
105
164.5
SUM

8
101.62

Table 8. Result of 6th test

Table 4. Result of 7th test
Total Area
Range
(Ohm-m)
50~80
80~130
130~199

Total Area
Range
(Ohm-m)
10~15
15~25
25~40
40~55

SUM

87.5㎡
Average of
Range(Ohm-m)
110
160
210
270

0.18
8.93
31.68
41.14

Table 7. Result of 5th test

Table 2. Result of 1st test
Total Area
Range
(Ohm-m)
10~20
20~40
40~60
60~100
100~200
200~300

0.2
10.2
36.2
47.02

Weighed
mean
0.03
3.76
23.15
42.80

Ratio(%) Area(㎡)

Ratio(%) Area(㎡)
0.74
21.55
22.05
24.63
12.22
6.88
5.86
1.19
101.62

0.65
18.86
19.29
21.55
10.69
6.02
5.13
1.04
88.916

Weighed
mean
0.60
23.79
31.29
34.96
41.75
36.16
49.29
14.39
232.22

지지력 평가 시험인 공압콘관입시험은 6곳에서 실험을
수행하였다. 전기비저항 탐사를 수행한 후, 결과를 파악
하여 측선을 따라 실험을 하였으며 실제 지반의 상태를
고려하여 추의 무게를 30kg으로 진행하였다.
Table 9. Result of N Value
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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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50
N100

1 test
28
61

N150
N200

108
140

nd

2

test
52
111
159
212

3

rd

test
92
160
194
220

th

4

th

th

test 5 test 6 test
21
66
130
65
220
390
96
-

-

-

공압콘관입시험을 수행하고 타격 횟수 당 침하량으로
그래프를 나타낸 후, 각각의 N치를 구하였다. 이 N치는
50, 100, 150, 200mm가 관입 될 때의 타격 횟수이다. 위의
실험 결과를 보면, 위험도가 높은 타지역과 위험도가 낮
은 구간의 N치의 차가 큰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N치가
작을수록 지반의 지지력이 작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를 통
해 지반의 이상 조건을 파악할 수 있다.
3.3 실험 결과를 통한 상관관계 분석

상관관계 분석 결과, 위험 지수와 평균 비저항 값, N값
은 각각 반비례 관계에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는 평균 비저항 값이 작을수록 위험지수가 커지고, N값
또한 작을수록 위험지수가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평균 비저항 값이 작은 것은 지반의 이상 조건이 감지된
다는 것으로 판단되고, N값이 작다는 것은 그만큼 지반의
지지력이 약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4.

전기비저항 탐사 결과를 이용한 평균 비저항 값 산출과
공압콘관입시험의 결과를 이용한 N치를 산정하여 위험도
를 기반으로 한 위험 지수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아래의 그래프는 이러한 평균 값 간의 상관관계
를 나타내는 그래프이다.

결 론

1. 전기 비저항 값의 분포와 타격 당 침하량 그래프를
이용하여 가중 평균 전기 비저항 값과 지지력 지수
N값을 구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하여 비파괴 탐사와
지지력 평가 시험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2. 통계적으로 좋은 유의 관계를 확보하지 못하였지만
대체적으로 가중 평균 전기 비저항 값이 감소할수록
위험 지수는 커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와
마찬가지로 N값이 감소할수록 위험 지수가 커지는 것
을 확인하여 반비례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낼 수 있다.
3. 지지력 지수 N값과 가중 평균 전기 비저항 값은 서
로 비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이는 지지력 지수가
큰 노반 상태일 경우 평균 전기 비저항 값이 대체적
으로 증가하는 것을 의미하여 이와 관련된 연구가
추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Fig 3. Relationship of Risk Coefficient and Average of
Electrical Resistivity 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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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투수압이 작용된 Hanging Bag 시험에 의한 토목섬유 튜브 구조체의
압밀해석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Application of the Consolidation Theory for Designing
Geotextile Tubes by Seepage Induced Hanging Bag Test
김 형 주* · 피터 레이 디노이** · 박 태 웅*** · 문 성 길**** · 김 형 수***** · 장 르******
Kim, Hyeong-Joo · Dinoy Peter Rey · Park, Tae-Woong · Moon, Sung-Gil ·
Kim, Hyeong-Soo · Zhang, Ri
ABSTRACT
Geotextile tubes are excellent design strategies for both shoreline protection and dewatering of fine materials. A difficulty
with regard to designing geotextile tubes is the matching of the appropriate fabric with the site-specific infilled material
and the unavailability of a test to determine the soil-geotextile consolidation properties. Existing methods simulate and
predict the final tube shape based on the initial and final unit weights of the infill but the time required to reach the
final shape or the compatibility of the infill are not being considered. This study proposes an improved hanging bag test
to evaluate the compatibility of an infill with the geotextile fabric, and at the same time, to obtain the soil-geotextile
consolidation properties. With the obtained consolidation properties, a big prototype simulation was possible, explaining
the deformation behavior of the tube in the field. An analytical procedure used in modeling the tube was coupled with
the large strain consolidation theory to simulate the filling and dewatering process.
Key W ords: geotextile tubes, hanging bag test, soil-geotextile consolidation properties, large strain consolidation theory

1. Introduction
A proper design procedure is yet to be established
in designing geotextile tubes especially with regard
to matching the appropriate fabric with the site
infill material. There have been many experiments
performed in literature with regards to assessing the
performance of geotextiles. Koerner and Koerner (2006)
performed a hanging bag test as a comparative
assessment of the field performance of the geotextile
tube. However, the concern of the test was only
limited to the dewatering flow rate and the
consolidation parameters were not defined such as the
void ratio – effective stress relationship which is
essential especially when it comes to applying pumping
pressure during the filling stage. Oedometer, column,
and centrifuge tests are some of the conventional
methods used in determining consolidation properties.
Mikasa and Takada (1984) extensively investigated the
case of self-weight consolidation and suggested that
the centrifuge will provide an effective and powerful
tool for this type of consolidation making it possibl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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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simulate the big prototype behavior in a small
model while shortening the test period. However, in
the case of geotextile tubes, these methods do not
take into account the effect of the geotextile fabric.
In general, the studies available in literature about
geotextile fabrics are mainly about strength,
durability, and permeability

2. Material Properties
The model test was carried out at the geotechnical
engineering laboratory at Kunsan National University.
The fill material was obtained from a local dredging
site in the Saemangeum river estuary near Gunsan City.
The physical properties of the dredged fill are shown
in Table 1.
There are many types of geotextile fabric and
examples of these fabrics are shown in Fig. 1. Two
types of geobags were used, woven and composite. The
physical properties of the geobags are shown in Table
2. Both geobags are 60 cm in height and has a
theoretical diameter of 20 cm as shown in Fig.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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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Dredged Fill Properties
Item

Unit

Quantity

Specific gravity of soil
solids, Gs

N/A

2.63

Percent passing #200 sieve

%

29.5

D10

N/A

0.028

D30

N/A

0.075

D60

N/A

0.160

CU

N/A

5.71

CC

N/A

1.26

Soil classification (USCS)

N/A

SM (Silty-Sand)

pressure. The water discharge was measured with
respect to the dissipation time. The pressures applied
increasingly at 20 kPa, 39 kPa, 59 kPa and 78 kPa
correspondingly as shown in Fig. 3.

Table 2. Geotextile Properties
Description

Composite

Woven

Tensile
strength
(kN/m)

Weft

177.51

162.48

Warp

185.48

184.55

Elongation
(%)

Weft

12.93

13.01

Warp

13.78

12.90

Apparent opening size, AOS
(ASTM4751:mm)

145

472

(ASTM 4491: cm/s)

5.8x10-2

1.1x10-1

Fig. 2 Experiment set-up

(a) Load on geobag throughout the test
(a) Woven
(polypropylene)

(b) Woven
(polyethylene)

(c) Non-woven
(polyethylene)

Fig. 1 Types of geotextile fabric

3. Laboratory Set up and Procedure
The experiment set-up and the experiment procedure is
shown in Figs. 2. The geobags were filled with slurry
of 150% moisture content. The slurry filling of the
woven and composite geobags lasted for 25 min and 42
min, respectively. During initial dewatering, the
water discharge is collected and measured with respect
to elapsed time. After filling and initial dewatering
of each of the geobags, the air pipe at the top of the
geobag contraption is connected into the pressure pipe
as shown in Fig 2. This is done in order to induce
pressure inside the geobag. Prior to the filling
process, pressure gauges were installed inside the
geobag in the manner as shown in Fig. 2. These gauges
were connected into a data logger which transmits the
data readings into a desktop PC. During the test, the
depth of the external water was kept at the same level
in order to maintain the value of the external water

(b) Idealized seepage pressure after initial dewatering
Fig. 3. Experiment procedure
The coefficient of permeability of the combined
soil and geotextile membrane was determined using
Darcy’s equation: k = (Q∙L)/(A∙Dh∙t). Where k is the
permeability of the soil-geotextile composition; Q
collected volume of water; L is the length in which
the water will travel normal to the surface of the
permeable geotextile (in this test, it is equivalent
to 50% of the geobag theoretical diameter, DT); A is
the cross-sectional area of the contained soil i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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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obag (H∙p∙DT/2); Dh is the pressure head reading at
the pressure gauge shown in Fig. 2; and t is the
elapsed time.
For the big prototype simulation during the filling
and dewatering stage, the large strain consolidation
theory was used in conjunction with an analytical
procedure proposed by Plaut and Suherman (1998) for
modeling the tube during the filling and dewatering
stage. The general equation for large strain
consolidation is shown in Eq. 1 and the boundary
condition for the consolidation of a modified
geotextile tube is shown in Fig. 4 which is similar to
a non-modified tu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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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woven and composite geobags were 3.22 and 3.26
respectively. From this, the e-log p relationship of
the soil-geotextile tube was obtained. In this test,
the void ratio after the initial dewatering was
considered as eo and the intial effective stress po was
calculated using γ’∙H. The final effective stress pf
was calculated by subtracting the excess pore water
pressure, as shown in Fig. 5, from the seepage pressure
and initial effective stress. The average ef was
measured by extracting the soil inside the geobag after
the test. The e-log p relationship for both the woven
and composite geobags are shown in Fig. 6.
After obtaining the e-log p relationship, the e-log k
relationship was obtained from the results of the
seepage pressure test as shown in Fig. 7. The
corresponding void ratios in between different seepage
pressures were obtained from the e-log p relationship.
As shown in the Fig. 8, the woven geotextile tube has a
higher coefficient of permeability as compared to the
composite geobag. This is because the composite geobag
has a smaller AOS, showing that the type of geobag can
affect permeability.

(a) Filled State (t=0)

Fig. 5 Average excess pore water pressure inside the
geobag
(b) Consolidated state (t=∞)
Fig. 4 Boundary condition of geotextile tubes with
applied pumping pressure

4. Results and Discussion
The void ratio in the geobag was calculated from the
relationship e = w∙Gs. The initial void ratio of both
geobags were 3.945 which was calculated from an initial
water content of 150%. As shown in Fig. 3(a), the
weights of the geobag decreased with time until the
water discharge was very minimal. From the decreasing
weights of the geobag, the corresponding water contents
were obtained. The void ratios after dewatering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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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e-log p relationship

Fig. 7 Soil-geotextile coefficient of permeability

After obtaining the soil-geotextile tube consolidation
properties, a big prototype simulation was done to
evaluate the behavior of the tube during the
consolidation stage as shown in Fig. 9. The geotextile
fabric used in this simulation was the woven fabric.
Fill materials with different initial water content was
simulated to compare its performance in the field.
Results showed that the higher the initial water
content, the faster is its consolidation speed. Results
also showed that the tube with higher initial water
content has a larger deformation which may result in
the need for refilling.

5.

Fig. 8 e-log k relationship

Conclusion

A seepage induced hanging bag test was conducted to
evaluate the compatibility of the infill and
geotextile fabric, and to obtain soil-geotextile tube
consolidation
properties. After
obtaining
the
consolidation properties, a big prototype simulation
was done to evaluate the consolidation of tubes in the
field. Fill materials with different initial water
content was simulated to compare its performance in
the field. Results showed that the higher the initial
water content, the faster is its consolidation speed.
Results also showed that the tube with higher initial
water content has a higher tube height re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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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반침하 보수에서의 신소재 적용에 관한 연구
A Study on an Application of New Materials in the Repair of the
Ground Settlement
윤 태 국*
Yoon, Tael-Koog
ABSTRACT
Since the settlement of the underground ground occurred in Seok-Chon Underground Roadway in Seoul from August
2014, the social interest of ground stability has increased. Thus, in this paper, We introduce not only the legal
counterplan about the ground settlement but also a result of study on how many new materials can be used in the
repairing of ground settlement.
Key W ords: settlement of the underground, repairing,

1. 서

론

’14년 8월부터 서울 송파구 석촌지하차도에서 지반침하
(함몰)현상이 발생하면서, 지반 안전성에 대한 사회적 관
심이 고조되었다. 이에 국토교통부에서는 학계․연구기관의
전문가와 중앙부처, 지자체가 함께 마련한 “지반침하 예
방대책(‘14.12)”을 발표하였다. 이를 근간으로 하여 지하
공간 정보의 구축･관리를 총괄하는「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만들었으며, 2018. 1. 1.부터 시행예정이다.
더불어 지반침하가 발생시, 교통장애를 신속하게 해결하
고자 정확한 원인 분석없이 보수를 실시하는 것이 일반적
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지반침하에 대한 법률적 대처방안
뿐 아니라, 지반침하 발생시 여러 신소재를 이용한 보수
방안에 대한 연구 결과를 소개하고자 한다.

2. 지반침하(함몰, 일명 싱크홀)
2.1 지반침하의 정의
전국 곳곳 도심지에서 발생하고 있는 ‘지반침하(함몰)’
란 지표면이 여러 요인에 의하여 일시에 붕괴되어 국부적
으로 수직방향으로 꺼져 내려앉는 현상이다. 이에 반해
‘싱크홀’은 지하 암석이 용해되거나 지하공동이 붕괴되어
지하 빈 공간 발생 및 침하를 일으켜 만들어진 현상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싱크홀과 지반침하(함몰) 용어를 혼재하
여 사용하지만, 실질적으로 싱크홀은 삼척, 제천 등과 같
은 석회암 지대에서 발생하며, 국내에서는 자주 발생하지
않는다. 특히 도심지에서 발생하는 사례는 드물다. 따라
서, 최근까지 무분별하게 사용되어 온 ‘싱크홀’은 실질적
인 의미 전달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반침하(함몰)’라
는 정확한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
또한 지반침하의 발생빈도를 분석하면 매년 지반침하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우기 또는 우기 직후에 증가하는

경향이 뚜렷하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이에 대한 통계
분석이 정확하지 않으나, 상수도, 하수도의 내용년수 증
가와 신설 굴착공사 등의 영향으로 매년 증가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국내지반침하 현황
2.2 지반침하의 발생원인
지반침하의 발생원인은 크게 신설공사 현장 주변 지반
침하와 기존 지하시설물 주변 지반침하(함몰)로 구분되어
졌다. 이러한 지반침하사고가 발생할 경우 정확한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지반공학, 상하수도공학 등 다양한 방
면의 전문지식이 필요하다.

* 비 회 원․ 한국시설안전공단 진단평가본부, 공학박사, 토질 및 기초기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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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지반침하 사고의 원인 분석

표 2. 주요 제정내용

구분

주요내용
지하개발사업자는 사업의 착공 후에도 지하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필요한 조치의 이행 및 승
인기관에 통보하도록 함
지하안전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으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사업의 경우에 소
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함

지하
지하안전영향평가 등 지하안전에 관한 조사는 자격을
안전
갖춘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이 실시하도록 함
관리
제도 지하시설물관리자는 소관 지하시설물에 대하여 정기

<그림> 인천 00시장 인근 터널 굴착주변 도로 침하

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시장․군수․구청
장은 안전점검 결과를 토대로 지반침하 위험우려가
있는 경우 지반침하위험도평가를 실시하도록 함
지반침하위험도평가 실시결과 지반침하의 위험이 확
인된 경우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하고 안전확보를
위한 조치 등을 취하도록 함

<그림> 이탈리아 피렌체 송수관로 주변 도로침하

3. 지반침하 발생시 보수

2.3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3.1 지반침하 발생시 보수 방안

국토교통부장관은 지하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가
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도, 시․군․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명시하였으
며, 지하를 개발하고 이용하는 사업자로 하여금 지반침하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의 승인 등을 받기 전에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승인기관의 장 또는 국토교
통부장관과 협의를 거치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지하시설
물관리자는 소관 지하 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하여 정기
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지반침하가 우려되는 경우에
는 지반침하위험도평가를 실시하여 ‘중점관리대상’으로 지
정ㆍ관리하는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의무화하도록 하였다.
표 1. 주요 제정내용
구 분
지하
안전
관리
계획
수립

지하
안전
관리
제도

지반침하가 발생할 경우 각 지자체 등의 도로 관리기관
에서는 정확한 원인분석보다는 선제적으로 교통통제를 최
소화하기를 원한다. 이는 언론 발표가 되어진 경우에는
보다 신속한 보수가 요구되어진다. 이에 따라 정확한 원
인 분석없이 보수가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며, 일부
공사의 경우 야간에 공사가 진행됨으로 인하여 여러 시공
상의 어려움과 오차를 내포하고 있다. 즉 기존 지반 복구
기술의 문제점을 분석하면 첫째, 공동발생 주변으로 지하
수의 흐름이 있을 경우, 필요이상의 토사가 필요하다. 둘
째, 개착이후 긴급복구 공사를 할 경우 원지반의 교란과
더불어 다짐불량으로 공동이 재발생할 수 있다. 셋째, 양
질의 토사의 수급이 어려운 등의 문제점이 있다.

주요내용
국토교통부자관은 5년마다 국가지하안전관리기본계
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지하안전관리기본계
획에 따른 연도별 집행계획을 수립․통보하고 시행
하도록 함
국가지하안전관리기본계획 및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제도의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지하안전관리자문단 신설
지반침하 등의 예방을 위하여 지하개발사업자는 일
정규모 이상의 지하 굴착공사를 수반하는 사업에
대해 사업 승인 전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국토부장관 또는 승인기관의 장과 사전협의를 거치
도록 함

<그림> 지반침하 긴급 복구 전경
3.2 지반침하 발생시 신소재 적용 방안 연구
지반침하 발생시 신소재를 적용한 경우는 여러 가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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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을 수 있으나, 본 고에서는 지반침하가 발생할 경우 공
동부분을 자가치유 혼화재를 사용하여 보수하는 방법과
더불어 굴착공사시 굴착면의 누수를 방지하는 방안과 배
면 그라우팅하는 방법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개발하고 기존의 낮은 시공효율을 극복하기 위하여 시공
성과 경제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중 주입 펌프 및 원격
제어 프로그램을 개발 중에 있다.

1) 무기질계 자가치유 혼화재를 활용하는 방안
자기치유모르터는 유럽, 일본등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
는 재료이다. 이 중 유럽의 경우에는 박테리아를 이용하
는 방법을 주로 사용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 친수성 재
료를 사용한다. 국내에서는 기 연구된 결과에의하면 캡슐
형 재료를 사용하기도 하였다.
즉 지반침하가 지반내부의 공동에 의하여 발생할 경우,
이 부분을 일반적인 사질토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시멘
트, 특히 자가치유 성분이 혼합된 재료를 사용함으써 공
동이 재발생되지 않게 하고자 하는 연구가 진행 중이다.
이는 일반적인 지표 부근의 지하수 온도 16℃를 양생온도
로 설정하여 4시간 강도를 1.5Mpa이내를 목표 압축강도로
설정하여 시험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자가치유재료를 수
용성 폴리머 기반의 파우치 내에 삽입하는 기술을 사용하
고 있다. 더불어 시공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모형실험,
현장 실험 등이 진행 중이다.
2) 지반굴착시 차수용 박층맴버레인을 활용하는 방안
지하공사중 지하수의 유입은 불가피하며, 방수시트등을
시공하고 있으나, 시공후에도 배수시스템의 문제가 발생
한다. 이를 극복하고자 폴리머 기반 분말 1성분 또는 분
말 + 액상 2성분의 재료를 개발하고 있다. 이의 특징은
방수시트와 상이하게 지하굴착현장의 형상에 관계없이 사
용할 수 있다. 현재까지의 타설 두께는 3∼5mm이며, 타설
방법은 인력 또는 자동타설이 가능하고, 타설속도는 50∼
100m2/hr 이다.

<그림> 다중주입현황

4.

결 론

서울 송파구 석촌지하차도에서 발생한 지반침하사고를
시작으로 하여 우리국민들은 태풍 다음으로 위험하다고
느끼는 것이 지반침하(일명 싱크홀)이다. 이러한지반침하
에 대하여 연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지반침하는 지속적으로 발생빈도가 증가하고 있고,
이의 원인은 기존 지하시설물 주변에서 발생하는 침
하과 신설 굴착현장(굴착, 터널 포함) 주변에서 발
생하는 침하 등으로 구분된다.
2) 이를 대처하기 위하여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하안전
관리에 관한 특벌법을 제정하여 2018.1.1.부터 시행
예정이며, 법안의 세부내용을 분석하였다.
3) 지반침하 사고가 발생할 경우 교통통제를 신속하게
해제하고자 정확한 원인 분석없이 보수가 이루어 지
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여런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
다. 이에 대처하기 위하여 자기치유재료를 이용한
공동채움 방법, 굴착전면에 박층멤버레인을 이용한
차수공법, 굴착배면에 무시멘트 고화재를 이용한 차
수공법 등이 연구 중이 일부 현장에 적용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지반침하는 최근에 크게 부각되고 있는 현상으로서
정확한 원인분석과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대처를 할 경우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사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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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치유재를 이용한 지반 그라우트의 공학적 특성 및 치유물질 확인
Engineering Properties and Healing Material Verification of Grout Using
Self-Healing Material
최 용 성* · 이 재 덕** · 최 용 기***· 김 병 일****
Choi, Yong-Sung · Lee, Jea-Dug · Choi, Yong-Ki · Kim, Byung-Il
ABSTRACT
SSG(self-healing smart grouting) method, has the characteristics such as an improvement of durability and waterproofing,
prevention of leaching and pollution. In this study, several tests were performed such as gel-time measurement, uniaxial
compression test, permeability test, chemical resistance test to compare the engineering properties of SSG with the other
chemical grouting method(LW, SGR). As results of tests, the SSG method has low possibility of groundwater and ground
pollution caused by leaching, furthermore, it has advantages like long/short term waterproofing, strength and durability.
Therefore the SSG method can be applicable in the fields as an alternative method where is the problems of existing
chemical grouting method.
Key W ords: SSG(self-healing smart grouting), Durability, W aterproofing, Leaching, Self-healing products, Engineering
properties

1. 서

론

등의 혼화재가 작용하여 석출물(CaCO3) 생성 및 성장으로
균열부위를 스스로 치유하여 균열을 복구하게 된다.

자기치유재를 이용한 지반 그라우팅(SSG, self-healing
smart grouting)공법은 지반내 물과 반응하여 결정 성장
형 자기 치유 특성을 발휘함으로써 그라우트와 지반이 일
체화되어 지반의 내구성이 향상되고, 용탈 방지, 차수성
이 기존 그라우트보다 우수한 공법이다. 규산소다(sodium
silicate)를 이용하는 기존의 그라우팅 공법에서는 수화
생성물 속의 겔(gel) 공극과 모세관 공극 중의 유리 CaO
가 수중에서 유실되거나 대기 중에서 증발되면서 수축과
균열이 발생하여 차수성능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보통
이다. 반면, SSG공법은 규산소다계 용액과 2가 금속 급결
재의 겔화와 시멘트 수화반응에 의한 경화가 복합적으로
진행되어 수중에서 용탈 방지 특성이 우수하여 지반과 지
하수의 오염을 최소화 하는 친환경 그라우팅 공법이다.
SSG공법은 최근에 개발되어 국내외 연구사례가 부족한 실
정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기존 그라우팅 공법들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개발된 SSG공법의 특성(강도, 차
수성능, 내구성)과 실제 현장에서 나타나는 자기치유 생
성물을 확인하기 위해 시험을 통해 분석하였다.

Fig. 1 Concept of self-healing

2. 자기치유 그라우팅 공법의 특징

Fig. 2 Process of self-healing

2.1 자기치유 개념

2.2 그라우트의 물리적 특징

그림 1은 SSG공법의 자기치유 원리를 나타낸 그림이다.
그라우트 경화체에 균열 발생시 균열부위로 물과 이산화
탄소의 투입으로 무기질 팽윤제, 팽창제 및 석출반응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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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치유 그라우트는 지반 내 물과 반응하여 결정성장
형 자기치유 특성을 발휘한다. 이로 인해 주입재와 지반
이 일체화되어 지반의 내구성이 향상되고, 용탈방지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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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차수성이 우수한 특징이 있다.
자기 치유 그 라우팅 (SSG)

SSG공법이 시험 종료까지 투수저감율이 계속 증가한 이
유는 주입재를 구성하고 있는 재료 중 미세결정화제가 균
열부에서 물과 이산화탄소를 만나 미세결정을 형성 및 충
전함으로써 균열부를 스스로 자기치유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되며, 그림 6을 통해 균열부에서 생성된 미세결정 치
유생성물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기존 그 라우 팅

용탈방 지

강알 칼리이 온의 용탈

겔형성+시멘트 수화반응로 경화되어 안정

경화체의 부피감소, 강도저하, 토양 및 지하수 오염 유발

겨울 철 겔타 임 확보

겨울철 겔 타임 지 연

물의 온도에 관계없이 신속한 겔형성

경화체 형성 지연 및 강도 저하

차수 안 정성 우수

차수 성능 저하

수축현상 최소화로 지속적인 차수성능 유지

장기간의 물 접촉 시 그라우팅 성능 저하

지반 내 구성 증대

장기적 안 정성 저 하

공극 충진율 증가, 지속적인 차수, 지반과 일체화

지반강도 저하, 지반변형 발생

Fig. 3 Physical properties of self-healing grout material

3. 시험결과
3.1 일축압축강도 시험

Fig. 5 Permeability reduction ratio

이 시험에서 재령일 60일 기준으로 SSG공법은 LW공법과
SGR공법에 비해 상온조건의 경우 각각 약 1.01배, 약
12.78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저온조건의 경우 각각
약 1.01배, 약 7.11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Fig. 6 Self-healing material cracks

3.3 내염해성시험
(a) Low temperature

각각 공시체를 MgCl2수용액에 침지시킨 뒤 1주~8주 동
안 길이변화와 중량변화를 측정한 결과, 그림7과 같이
SSG공법과 LW공법의 경우 초기보다 길이변화율은 각각
0.72%와 0.14%로 증가하였으며, SGR공법의 경우에는 0.32%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여기서 SSG공법의 최종 길이변
화율은 LW공법과 SGR공법보다는 크게 나타나지만, MgCl2
수용액에 침지시킨 뒤 1주에서 8주 동안의 길이변화율은
0.27%로 LW공법(0.5%), SGR공법(0.36%)보다 변화폭이 작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b) High temperature
Fig. 4 Uniaxial compressive strength
3.2 자기치유성능 확인(차수성능) 시험
계획된 시험방법 및 조건에 따라 수행된 투수 시험의
결과이다. 모든 공법이 시험 시작 후 투수저감율이 증가
하는 경향을 보인다. 하지만 LW공법과 SGR공법은 각각 3
일차, 5일차부터 투수저감율이 급격히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SSG공법은 투수저감율이 계속해서 증가하다가 9
일차부터 시험 종료까지 100%에 수렴하는 경향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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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Length variation ratio

그림 8을 통해 LW공법과 SGR공법은 알칼리성 물질의 용
탈로 인하여 시간이 지남에 따라 중량이 점차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SSG공법의 경우 시간이 지남에
따라 무게가 증가하였으며, 최종적으로 3.01% 증가했다.
이는 부분적으로 알칼리성 물질의 용탈 및 화학적 반응이
일어나지만, 균열부에서 자기치유의 생성물인 미세결정의
생성으로 인하여 무게가 증가한 것으로 판단된다.

Fig. 8 Weight variation ratio
3.4 자기치유 생성물 정량분석 시험
균열부에서 생성된 미세결정 치유생성물에 대한 정량분
석시험으로는 XRD(X-Ray Diffraction, Rietveld method)를
통한 원재료 분석, SEM(Scanning Electron Microscope), EDS
(Energy Dispersive Spectroscopy) 분석, 투수(Water flow)시
험, 흡수율 시험 등이 있다(자기치유 친환경 콘크리트 기
술개발 연구사업, 2016). 이 연구에서는 상기의 투수시험
과 더불어 시험용 시료에서 생성된 치유물질에 대해 정확
한 성분분석을 위해 정량분석(EDS)을 시행하였다. EDS는
자기치유 생성물이 형성된 시험체(지름:50mm, 두께:12mm)
에 미세 균열(할렬) 처리한 상태에서 투수시험을 통해 자
기치유 생성물이 생성된 시료를 대상으로 시행하였으며,
자기치유 생성물에 대해 칼슘 이온(Ca2+) 함량 분석을 하
였다.
Table 1. EDS Analysis test
시료명
자기치유
생성물

S-1
S-2
S-3

C
12.36
11.80
13.00

주요성분(wt%)
O
Mg
52.42
1.13
51.55
1.17
51.86
1.05

Ca
34.09
35.48
34.09

비고

EDS분석 결과, 표 1과 같이 자기치유 생성물의 주요성
분은 탄소(C), 산소(O), 마그네슘(Mg), 칼슘(Ca)으로 구성
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시험체에서 칼슘이온
(Ca2+)의 용출과 함께 투수시 접촉되는 물중의 이산화탄소
(CO2)가 반응하여 생성되는 탄산칼슘(CaCO3)에 의해 자기
치유 생성물을 형성시키는 성분이 함유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4.

결 론

이번 연구에서는 SSG공법의 특성(강도, 차수성능, 내구
성)과 실제 현장에서 나타나는 자기치유 생성물을 확인하
기 위해 시험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분석재령일 60일 기준으로 SSG공법의 일축압축강도
는 LW공법에 비해 상온과 저온조건 모두 약 1.01배,
SGR공법에 비해 상온조건에서 약 12.78배, 저온조건
에서 약 7.11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자기치유성능 확인시험 결과, SSG공법은 타공법과
달리 자기치유 성능을 발휘하여 장기적인 차수성능
유지에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3. 내염해성 시험 결과, SSG공법은 1주에서 8주 동안의
길이변화율이 0.27%로 변화폭이 가장 낮게 나타났으
며, 중량변화율은 타공법이 용탈로 인해 감소한 것
과 달리 균열부에서 자기치유의 결과물인 미세결정
의 생성으로 인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4. 생성물의 정량분석 시험을 통한결과, 자기치유 생성
물이 탄산칼슘(CaCO3)으로 확인되어 실제 현장에서
의 시공성 및 보강효과를 확인할 수 있으며, 차수
및 보강그라우팅 공사에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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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면활성제계 그라우트를 활용한 흙막이 벽체의 차수성능 평가
Evaluation on Antiwashout Ability of Cast-In-Place Pile using Surfactant
Grout
박 봉 근* · 이 주 형**
Park, Bong-Geun · Lee, Ju-Hyung
ABSTRACT
In case of underground construction affected by groundwater, CIP (Cast-In-Place Pile) method is generally used to resolve
the geo-hydraulic problem. However, as this method has poor connectivity between piles, an auxiliary method for cut-off
is needed in many cases. In this study, a new concept earth retaining wall method (H-CIP) with no auxiliary method, by
using surfactant grout (Hi-FA) which improves antiwashout and infiltration ability, is introduced, and its field applicability
is evaluated. CIP and H-CIP piles were installed with same ground conditions, and field permeability tests were
conducted to verify the performance. As results, newly contrived H-CIP method shows higher antiwashout performance
for cut-off than conventional CIP method.
Key W ords: cut-off wall, surfactant grout, CIP, antiwashout admixture

1. 서

론

을 검증하였다.

차수공법은 크게 주입공법, 압기(壓氣)공법, 차수벽공
법 등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굴착이후 자립성이 좋지 못
한 연약지반, 단층 파쇄대와 같이 균열이 많은 지반, 또
는 지하수에 의한 누수가 예상되는 구간 등에는 차수를
위하여 그라우팅을 주로 시행하고 있다(Na et al., 2011).
한편, 도심지의 대형 지하구조물 건설시 터파기에 따른
차수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통적인 방법으로 주열식 흙
막이 벽체 공법이 주로 사용되고 있다(Jang et al.,
2012). 국내에서 주로 사용되는 흙막이 벽체 공법들 중
Cast-In-Place Pile(CIP) 공법은 적용 가능한 지반이 다양
하고, 충분한 강성, 저소음/저진동, 대심도 시공성 등의
장점을 가진다. 그러나 대심도에서의 수직도 불량, 비교
적 고가의 시공비, 천공 하부의 슬라임 형성 등의 단점이
있다. 또한 말뚝간 연결성이 좋지 않아 지하수의 영향을
받는 경우 추가적인 차수공법이 필요하다(Oh, 1999).
차수를 주목적으로 할 경우, 보다 높은 차수능을 위해보
조 차수공법을 실시하거나 공법개량, 재료개량 등의 처리
가 필요하다. CIP 공법 시공시 가장 보편적인 보조 차수공
법은 말뚝과 말뚝사이의 연결부 배면에 보조 그라우팅을
추가로 시공하는 것이다. 그러나 보조 차수공법을 실시할
경우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며, 공법개량의 경우에도 해
당 공법에 맞는 장비와 보강재의 확보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수중불분리성과 침투성을 향상 시켜주는
계면활성제(Hi-FA) 그라우트를 사용하여 기존 CIP 공법의
시공과정을 준용하면서 보조 차수공법의 필요성을 최소화
한 새로운 개념의 흙막이공법(H-CIP)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하상 주변의 모래질 자갈 지반에 대한 현장 실험을
통하여 기존 CIP 공법 대비 H-CIP 공법의 차수성능 향상

2. 신개념 흙막이 공법(H-CIP)
2.1 Hi-FA 그라우트
세계 최초의 레미콘용 수중불분리제는 1974년 독일에서
셀룰로스계의 고분자(cellulose-based polymer) 형태로 개
발되었고, 이 제품이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다. 고분자계
인 수중불분리제는 물에 대한 용해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교반시간이 충분한 레미콘에 주로 적용된다. 그러나 교반
시간이 짧은 그라우트나 시멘트 몰탈의 경우 시멘트 양생
지연과 재료분리 유발의 취약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이
제품은 점성은 뛰어나지만 유동성이 낮아 작업성에 대한
문제를 수반한다(Khayat, 1995).
이러한 시멘트 양생지연, 재료분리, 용해성 저하, 유동
화제의 병용 사용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1988년
부터 일본에서 계면활성제를 활용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
되었다. 2002년에 2액형, 2004년에 세계 최초로 1액형 계
면활성제계 혼화제가 개발되었다(Song, 2013). 이 계면활
성제계 혼화제는 계면활성제의 마이셀(micelle)이라는 나
노 구조체로 구성되는 유사고분자(pseudo-polymer)에 의
해 점성과 유동성이라는 상반된 특성을 동시에 가진다.
국내에서는 2010년에 Non-Newtonian 특성을 가지는 1액형
계면활성제계 그라우트 혼화제(Hi-FA)가 최초로 개발되었
다(Do et al., 2016).
액상형 수중불분리제인 Hi-FA(High Performance &
Multi-Functional Agent) 혼화제는 그라우트의 수중불분리
성, 공법유지성, 침투성, 자기평탄성 등을 향상시켜 준
다. 이 Hi-FA 혼화제를 그라우트와 혼합한 것을 Hi-FA 그

* 정 회 원․ ㈜백경지앤씨 대표이사, E-mail: busy7080@hanmail.net - 발표자
** 비 회 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지반연구소 연구위원, E-mail: leejh73@kict.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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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우트라고 한다(Somasundaran, 2006; Fig. 1). 수중불분
리성으로 인하여 수중에서 그라우트가 희석되지 않고 유
해물질(ex. Cr6+1.5mg/L이하)의 용출현상이 거의 없어 지
하수가 존재하는 지반에서 친환경적이다. Table 1에
Hi-FA 그라우트에 대한 공학적 성질을 나타내었다(JSCED104, 1990; KCI-AD102, 2009; KS L 5105, 2007, Moon,
1997). Table 1에서 알 수 있듯이 Hi-FA 그라우트는 규준
공시체에 대한 공학적 성질을 만족할 뿐만 아니라 수중
강도측면에서 우수한 성능을 지니고 있다.
Micelle
Hi-FA
Micelle

Water

Oil

(b)

(a)

Table 2. Comparison of construction process on CIP and
H-CIP method (Prezzi and Basu, 2005)

(c)

Fig. 1 Effect of Hi-FA admixture; (a) Normal cement
grout; (b) Adding process of Hi-FA micelle; (c) Grout
with Hi-FA admixture (Somasundaran, 2006)

(a) CIP method &
Auxiliary cut-off grout

Table 1. Engineering properties of Hi-FA grout (W/C
50%, HI-FA 3%)
Property

Hi-FA
mortar

KCI
Standard
mortar

Gs(Hi-FA)

0.95 ~ 1.05

N/A

Self-leveling (cm/min)

타설되므로 효과적인 차수능을 기대하기 어렵다.
이에 반하여 H-CIP 공법은 계면활성제계 그라우트 혼화
제인 Hi-FA를 혼합한 그라우트를 사용하여 기존 CIP 공법
의 차수불량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공법이다. H-CIP 공법은 수중불분리성과
침투성이 향상된 계면활성제 그라우트를 사용함으로써 말
뚝과 말뚝사이 연결부에 대한 그라우트 충진률을 높일 수
있어 기존 CIP 공법에서 사용하는 보조 차수그라우팅 시
공을 최소화 할 수 있다. 즉, 기존 CIP 공법에 의한 현장
타설말뚝과 Hi-FA 그라우트를 사용한 H-CIP 말뚝을 교차
시공함으로써 지하수위 및 지반조건에 상관없이 주열만으
로 하중지지와 차수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Table 2b).
H-CIP 공법은 기존 CIP 공법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음에
도 불구하고 현장 시공 노하우가 부족하고 성능검증이 제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실제 현장에서 제대로 활용되지 못
하고 있는 실정이다(Do et al., 2016).

*

21 ~ 23

N/A

pH

9 ~ 10

Less 12.0

Suspension amount (mg/L)

Less 50

Less 150

Bleeding (%)

0.03

Less 0.1

7 days 89 ~ 115
    

(%)

   
28 days 93 ~ 115

More 60
More 70

(b) H-CIP method

Scheme

Note

Plane
view

JSCE-D1
04

KCI-AD
102

3. 현장 실험
3.1 말뚝 배치

KS L
5105

* spread rate of the grout in fresh water
** Uniaxial Compressive Strength

2.2 CIP 공법과H-CIP 공법
로터리보링기(rotary boring) 또는 오거(auger) 등을
이용하여 지반을 천공한 후 토압지지용 철골(H-Pile)을
일정한 간격으로 삽입하고, 나머지 공에는 철근망을 삽입
한 뒤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현장타설말뚝을 시공한다. 이
를 연속적으로 시공하여 토류벽체를 형성하는 공법이 CIP
공법이다(Kim, 2008). 이때 CIP 공법 시공시 공과 공사이
의 연결부에 누수 발생 가능성이 있거나 높은 차수 성능이
필요한 경우, 배면부에 보조 차수그라우팅을 병행시공하게
된다(Prezzi and Basu, 2005; Table 2a). CIP 공법에 의한
말뚝의 직경이 400 mm일 경우 주로 직경 100 mm의 보조 차
수그라우팅을 실시한다(Oh, 1999). 그러나 이 보조 차수그
라우팅은 CIP 공법에 의한 현장타설말뚝의 단순 배면부에

기존 CIP 공법에 의한 주열식 흙막이의 차수능과 Hi-FA
그라우트에 의한 H-CIP 공법의 차수능의 차이를 비교분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시공계획을 수립하였다(Fig.
2). Case 1) 일반적인 CIP 말뚝은 직경 408 mm로 설계를
하지만 케이싱 직경(428 mm)으로 인해 일부 겹침 구간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말뚝과 말뚝 사이를 10 mm로 겹침
시공하는 경우를 Case 1로 정하였다. Case 2) 말뚝 시공
시 사용하는 케이싱의 직경인 428 mm로 맞댐시공하는 경
우를 Case 2로 정하였다. Case 3) CIP 공법 시공시 현장타
설말뚝의 수평 허용오차는 말뚝 길이의 1/50 미만, 또는
50 mm 미만으로 둔다(KSCE, 2004). 따라서 허용오차를 양
쪽으로 50 mm씩 가정하여 말뚝과 말뚝 사이를 100 mm 이
격하여 시공하는 경우를 Case 3으로 정하였다. 차수벽 시
공후 굴착을 통하여 지하수의 차수능을 육안으로 확인하
기 위하여 차수벽이 폐합되게 설계하였으며, Fig. 2와 같
이 최종 배치계획을 수립하였다. Fig. 2에 시추 및 공내
수압시험을 실시한 위치 BH ① ~ ⑥를 함께 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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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Results of field permeability (Lugeon) tests
①

BH No.

Explanation

②

⑤

⑥

Case 1

③

④
Case 2

In-Situ

Overlappe
Contacted
Overlappe
Contacted
d joint Center of Center of
joint
d joint
joint
(CIP-HCIP CIP pile HCIP pile
(CIP-HCIP
(CIP-CIP)
(CIP-CIP)
)
)

-

Scheme
EL.
-2~-4 m
k
(cm/sec)
EL.
-5~-6 m

Fig. 2 Plane view of design

3.2 차수능 평가
CIP 공법과 H-CIP 공법에 의한 현장타설말뚝간 차수능
확인을 위하여 계획한 BH ① ~ ⑥에 대하여 현장수압시험
(Lugeon Test)을 실시하였다(Fig. 2). 현장수압시험은 암
반에 대한 투수시험으로, 압력에 따른 주입수량을 통하여
Lugeon치를 측정하여 투수특성을 파악하는 시험이다
(Houslby, 1976). 본 시험에서는 측정 대상 구간까지 굴착
하여 해당 구간에 패커(packer)를 설치하여 측정하는 싱
글패커 방법(single packer method)을 사용하였다. EL. -4
m 까지 굴착한 뒤 -2 m 구간에 패커를 설치하여 EL. -2 m
~ -4 m 구간의 투수계수를 산출하였다. 이후 EL. -6 m 까
지 굴착한 뒤 –5 m 구간에 패커를 설치하여 EL. -5 m ~ -6
m 구간의 투수계수를 산출하였다. EL. -2 m ~ -4 m 구간은
지하수위가 존재하는 구간이며, EL. -5 m ~ -6 m 구간은
모래층에서 모래자갈층으로 변하는 구간으로서 투수계수
측정의 의미를 가진다.
실험결과는 Table 3과 같다. 말뚝이음부(BH ① ~ ④)에
서는 Case 1, 2 또는 말뚝의 종류와 상관없이 대부분 원
지반의투수능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거나 시험이 불가할
만큼 투수능이 높았다. 이는 구근이 충분한 차수효과를
발휘할 만큼 확장되지 않았거나, 시추중 회전에 의한 균
열 등으로 누수의 요인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구근 중앙부의 수압시험(BH ⑤, ⑥)은 EL. -2 m
~ -4 m에서 H-CIP 말뚝(BH ⑥)의 경우 CIP 말뚝(BH ⑤)에
비하여 약 1/500 수준의 투수계수를 나타내었다. 이것은
CIP 말뚝의 수중양생보다 H-CIP 말뚝의 수중양생이 잘 이
루어져 차수능이 향상되었음을 의미한다. 또한 EL. -5 m
~ -6 m에서는 CIP 말뚝의 경우 누수로 인해 현장 수압시
험을 진행할 수 없었지만, H-CIP 말뚝의 경우 EL. -2 m ~
-4 m와 비슷한 수준의 투수계수를 보였다. 이는 CIP 말뚝
의 경우 말뚝하부로 갈수록 양생이 불량하지만, H-CIP 말
뚝의 경우 전반적으로 일정한 품질로 양생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Hi-FA 그라우트의 수중불분리성이 구근의
양생과 차수능에 주요한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의미한다.

N/A

9.43E-4

1.23E-3

2.12E-6

N/A

7.84E-4

1.15E-3
~
5.49E-4

N/A

N/A

N/A

4.42E-6

N/A

N/A

Leakage

(

: H-CIP pile /

4.

결 론

: CIP pile/

: boring point)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터파기시 흙막이 벽체로 주로
사용하고 있는 CIP 공법의 차수 성능을 개선하기 위하여
계면활성제(Hi-FA)를 이용한 신개념 흙막이 공법인 H-CIP
공법의 차수능을 평가하고 현장 적용성에 대하여 검토하
였다.
현장수압시험을 통하여 말뚝 이음부의 차수능을 확인한
결과 시험공의 대부분에서 현장 지반과 비슷한 수준의 투
수계수를 나타내었다. 그러나 말뚝 중앙부의 현장수압시
험 결과, H-CIP 말뚝이 CIP 말뚝에 비해 크게 향상된 차
수능을 보여 주었다. H-CIP 말뚝 중앙부의 투수계수가 낮
게 측정된 것은 계면활성제계 그라우트의 수중불분리성으
로 인한 수중양생의 우수성으로 판단된다.
결과적으로 계면활성제계 그라우트를 사용한 H-CIP 공
법은 아직 보조그라우팅을 완전히 배제시킬 만큼의 차수
능을 발휘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지층,
지하수위, 구속압 등 여러 요인들에 대한 개선점이 필요
함을 의미한다. 또한 다양한 지반조건에 대한 충분한 횟
수의 검증실험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따라서 H-CIP 공
법을 실제 현장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공법에 대한
노하우 확보 및 적용 대상지반의 세밀화 등 추가적인 연
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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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윈제트를 이용한 터널 막장면 보강기법에 관한 연구
A Case Study to Form a Ring of Improved Ground
Around the Tunnel Periphery using Twin-Jet
김 재 관* · 김 용 현** 백 재 상***
Kim, Jae-Kwan · Kim, Yong-Hyun · Baek Jae-Sang
ABSTRACT
This paper is a case study to demonstrate the applicability of a new horizontal jet grouting construction technology to
from a ring of improved ground around the tunnel periphery which will guarantee the stability and impermeability of the
opening using dual-rod, called Twin-Jet.
Normally, the soil-cement admixture after the mixing in a fluid state, which will flow out from the horizontal hole. For
the purpose to solving this crucial problem, Twin-Jet technology was invented to solidify soft soil and fractured rock
instantly.
The fundamental principles of the Twin-Jet method are introduced and sodium silicate(water-glass) is selected as the
binder to accelerate the hardening process of an admixture of grout and soil under high pressure of about 10 to 40MPa
to create the instant solidification.
A filed test was conducted in the tunnel at OOO in Pusan. Field and laboratory results showed that the admixture can
be quick gelled within 10 to 20 seconds. The diameter of jet-grouted column reached 0.6 meter and the strength after 28
days reached 2.0MPa.
Key W ords: horizontal jet grouting, quick gelling

1. 서

론

O O O 터널 시점부 갱구부 보강은 당초 대구경 강관을
2열 보강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었으나, 당초의 지반조
사 결과와 실제 지층조건이 상이하여, 추가 시추조사한
결과에 따른 안정성 검토결과, 수평변위가 69~122mm 정도
발생될 것으로 검토되어, 추가 지반조사 결과를 반영한
터널 안정성 검토가 재 요구되었다. 특히, 가시설 터파기
3단 굴착결과 가시설 배면에서 지하수가 상당히 많이 유
출되고 있고, 갱구부 암선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어 지하
수가 집중될 수 있는 구간으로 판단되어 지하수를 초기에
급속히 차단할 수 있는 수평 고압 급결 강관보강형 그라
우팅(Twin-Jet공법)을 적용하여 설계변경 후 시공 완료된
사례이다.

Fig. 1 시점부 지반보강 그라우팅 계획도 (당초)

2. 현장적용
Fig. 2 지반조건 변경 현황 (당초 - 변경)
2.1 현장의 조건
2.2 Twin-Jet공법의 원리
당초 갱구부 보강은 지반의 주입율 등을 고려하여 수평
제트그라우팅 및 초 대구경 강관보강공법(2열)으로 검토
되었으나, 추가 지반조사결과 지반조건이 당초와 상이하
여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였다.

이중 구조의 Rod(Φ89mm)로 계획심도까지 천공한 다음
초고압의 경화재를 분사함과 동시에 주입재 유출을 차단
하기 위해 급결제를 동시에 분사하여 지반을 신속하게 고
결 강화하는 원리의 세계 최초 그라우팅 공법이다.

* 정 회 원․ 한국기초주식회사 부사장, 토질 및 기초기술사, E-mail: jkkim-b@naver.com - 발표자
** 정 회 원․ 한국기초주식회사 대표이사, E-mail: kftenc@gmail.com
*** 정 회 원․ 한국기초주식회사 부장, E-mail: baek0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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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강관 근입 시공방법
① 강관의 길이는 10.0~12.0m로 하되 강관의 양쪽에 나
사를 가공하여 COUPLING으로 연결한다.
② 강관φ76.3mm 일반 구조용 탄소강관을 사용한다.
③ Twin-Jet 천공+분사 작업이 완료되면 ROD를 회수하고
미리 가공된 강관을 Twin-Jet 전용기에 설치 후 강
관을 삽입한다.

Fig. 3 Twin-Jet 공법 개요 및 시공순서
Fig. 6 강관 가공도

터널의 상단부 구간은 급결분사 시행 후 강관 삽입하는
강관 보강형 수평 급결 그라우팅을 적용하였으며, 이는
수평으로 26m를 굴진하여 급결분사(국내 최초 적용)함으
로써, 지반의 강성 부여 및 상부지반의 부등침하 현상을
차단하여, 시점부 상부에 위치하고 있는 노후가옥의 안정
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갱구 천단부는 수평 급결분사식 Jet Grouting을 실시하
여 지반을 고결 강화하여, 터널 굴착면에 있는 불균질지
반(점토 및 호박돌혼재)의 개량효과에 따른 막장 안정성
을 증진시키고, 터널 굴착 시 차수성 증진 및 아치형태의
강성 zone을 형성하여 굴착면의 안정성 증진시켰다.

2.4 단계별 시공계획
1) 1단계 시공계획

수평제트그라우팅 시공수량 (C.T.C 500)
구분
수평 제트그라 우팅
(내측: ?600 , L=20m)

수평 제트그라 우팅
(외측 ?60 0, L=26m)

좌측 T/L

우측 T/L

48공

48공

96공

51공

51공

102공

계

가시설 보강 현장 적용 검토안

변곡점
측 면말뚝 간격
버 팀대 간격
지 반앵커 간격

사보강 재
( H 300x305x15/15)
E.L 22.18

제거 식지 반앵 커 ( C.T.C 2,000)
( P.C Str and12.7x4EA)

E.L 22.04

E. L 21.93

구분

토류판
(T=150)

띠장
( 2H 250x 250x9/14)

A

1
수평제트 그라우팅

B

(?6 00, L=12.0 m)

E.L 21.28

EL 19.60
(1단)

좌측 T/L

우측 T/L

계

48공

56공

104공

E.L 20.02

EL 19.60
(1단)

E/A 추 가보강

EL 17.30
(2단)

EL 17.30
(2단)
수 평제트그 라우팅
( ? 600, CTC=450)

EL 15.20
(3단)

EL 15.20
(3단)

EL 13.40
(4단)

EL 13.40
(4단)
수평제 트그라우 팅
( ? 600, CTC=500)

EL 11.70
( 5단)

EL 11.70
( 5단)

EL 10.00
(6단)

EL 10.00
(6단)

EL 8.30
(7단)

EL 8.30
(7단)

EL 6.60
(8단)

EL 6.60
(8단)

EL 5.00
(9단)

EL 5.00
(9단)
E. L = 3.23

EL 3.23

EL 3.23

1

구분
수직제트그라우팅
( ?600, L=2.0m)

4

좌측 T/L 우 측 T/L
6 2공

7 2공

10

수직 제트그라 우팅
( ? 600, CTC=400)

측면 말뚝 C.T.C2,000
( H 300x305x15/15)

14

21

22

Fig. 7 1단계 시공계획

계
134공

Fig. 4 Twin-Jet 보강안 정면도

- 1단계 시공순서
① 굴착

1,620

4,520

구분

좌측 T/L

우측 T/L

계

수평제트그라우팅

48공

56공

104공

10˚ 10˚ 10˚

(?600, L=12.0m)

E/A추가보강

영도방향 - 4

L=12.0m

EL 18.42
자유장
자유장

정착 장

5°

EL 17.30

1,700
정착장

L=5.0m

정착 장

정착 장

L=7.0m

L=7.0m

⑤ 굴착

1,700

EL 11.70

EL 10.00

L= 8.0m

E L 8 .30

1,700

L= 8.0m

T/L 굴진

1,700

10˚

정착 장

L= 6.0m

L= 8.0m
정착장

L=5.0m

자유 장

300
700

정착장
L= 8.0m

L=6 .0m

10˚

10˚

자유장

자 유장

수직제트그라우팅
(? 600 , CTC=400)

④ 어스앙카 시공(4단)

EL 13.40
L=10.0m

자유 장

자유 장

③ 터널보강 그라우팅

EL 15.20

⑥ 터널보강 그라우팅

E L 6 .60

1,600

10˚

자유 장

10˚

8,470

풍화토

굴착바 닥고 E.L = 3 .23

L=7 .0m

L=7.0m

L=7.0m

정 착장 L=5 .0m

수평제트그라우팅
(? 600, CTC=450)

E.L 5.20

정 착장

E L 5 .00

⑦ 어스앙카 시공(5단)

1,770

지반 시추주상도

500 528 1,525
1,075
500

2015.12.25
퇴적층
( 1.5)

L=12.0m

자유장 L=10.0m

10˚

E. L 13.0
토사

정 착장

L=12.0m

L=11.0m

띠장 (2H 2 50 x250x9/14)
토류판(1 50mm)
측면말뚝 (H 30 0x305x15 /1 5) C.T.C 2,000

② 수평 보강그라우팅

EL 21.28

EL 19.60
자유 장

1,800

보걸이

18,050

E.L 21.28

2,100 1,116 1,184 1,680

750

1,250

2,050

가옥

L=7.0m

2,000

(11.5)

H=2 .0m

E L 3 .23
연암

지반앵 커( C.T. C 2,000)
(P. C Strand12 .7 x4EA)

풍화암

구분

(13.5)

연암
(15.5)

구분
수직제트그라우팅
( ?60 0, L=2.0 m)

좌측 T/L 우측 T/L
62공

72공

계
134공

좌측 T/L

우측 T/L

( 내측 : ?600, L= 20m)

48공

48공

96공

수평제트그라우팅

51공

51공

102공

수평제트그라우팅

( 외측 ?600, L=26m)

계

순서로 각 단을 단계별로 시공한다.

Fig. 5 Twin-Jet 보강안 단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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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단계 시공계획

③ 어스앙카 시공(8단)
④ 굴착
⑤ 터널보강 그라우팅
⑥ 어스앙카 시공(9단)
순서로 각 단을 단계별로 시공한다.

3.

결 론

3.1 수치해석 결과

Fig. 8 2단계 시공계획

검토대상 현장의 수치해석의 결과, 터널 주변의 지반개
량 보강 시 천단부의 변위는 16.8~23.4mm 발생되며, 수평
변위 7.4~22.0mm, 지표면 침하는 16.5~20.6mm 발생하는 것
으로 검토되었다. 또한, 숏크리트 휨 압축응력은 0.61
~1.68MPa로 허용치인 8.4MPa이내이고, 강지보재 휨 압축
응력은 23.5~65.7MPa이 발생하여 허용치 210MPa 이내로 안
정한 것으로 검토되었다.

- 2단계 시공순서
① 굴착
② 터널보강 그라우팅
③ 어스앙카 시공(6단)
④ 굴착
⑤ 터널보강 그라우팅
⑥ 어스앙카 시공(7단)
순서로 각 단을 단계별로 시공한다.
3) 3단계 시공계획

Fig. 10 수치해석 결과
3.2 종합 결론
- 당초 설계반영된 대구경 강관 2열을 변경 지층에 적
용시 터널 변위가 매우 크게 발생(수평변위 69~122
mm)되어 불안정한 상태를 보이는 것으로 검토되었다.
- 따라서, 갱구부 상단을 강관보강형 수평 급결그라우
팅을 적용하여 우선 시공하고, 갱구 천단부를 수평급
결분사 Jet Grouting을 적용한 결과, 터널 천단변위,
수평변위, 지표침하, 숏크리트 휨압축응력 및 강지보
재 휨 압축응력 등 터널 및 개착부 가시설의 안정성
이 크게 증진되어 설계변경 후 안전하게 시공 완료한
사례이다.

Fig. 9 3단계 시공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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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단계 시공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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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크리트 도로 보수용 화학결합형 세라믹의 특성 평가
Evaluation of Chemically Bonded Ceramics
for Concrete Pavement Repair Mortar
양 완 희* · 황 무 연** · 박 동 철***
Yang, Wan-Hee · Hwang, Moo-Yeon · Park, Dong-Cheol
ABSTRACT
The durability degradation of concrete pavement by winter deicer is brought up as a significant risk, and its maintenance
brings a high expense. Therefore, a proper repair materials for such concrete pavement are required. In this study, the
properties of compressive strength, ability to resist chloride ion penetration, and dry shrinkage of Chemically bonded
ceramics(CBC) and Calcium Sulfo Aluminate based ultra rapid harding cement(CSA) were assessed to evaluate its
applicability as a repair material of concrete pavement road. As a result, the CBC mortar flow showed a 220㎜, and the
initial setting time of CBC was 18 minutes. The compressive strength of CBC mortar was 31.3㎫ in 2 hours, 56.6㎫ in
24 hours, and 79.1㎫ in 28 days, showing a significant level. And the ability to resist chloride ion penetrations of CBC
showed 433 Coulombs, which fell under very low level. The drying shrinkage of CBC mortar until 56 days was between
150 × 10-6 with -100 × 10-6, showing a significant very low level. As above, CBC has excellent compressive strength,
chloride ion penetration resistance, and volume stability, and showed better performance than CSA. Therefore, CBC in the
future could be used in repair of concrete pavement.
Key W ords: concrete pavement, repair material, chemically bonded ceramics, ability to resist chloride ion penetration, dry
shrinkage

1. 서

론

지난 수십년 동안 우리나라는 산업발전을 위해 중요한
사회간접 시설인 도로망을 확충하였으며, 2,014년 기준
도로를 통한 수송 분담율은 여객 기준 95 %, 화물 기준
96 %에 이른다. 이러한 도로망 중 특히 고속도로는 2,013
년 12월 말 현재 33개 노선, 총연장 4,111km로 국가 물류
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South Korea), 2014).
국내에서 고속도로의 콘크리트 포장은 1,984년 개통한
88올림픽 고속도로를 시작으로 중부고속도로의 성공적 건
설과 함께 그 연장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는데, 특히 중
차량에 대한 지지력이 뛰어나고 유지보수비가 적게 든다
는 장점으로 콘크리트 포장은 우리나라 고속도로의 기본
포장형식으로 자리 잡아 왔다(Cho, et al., 2006). 그러나
초창기에 건설된 콘크리트 포장이 지속적으로 노후화되었
으며, 특히 동절기 제설제에 의한 내구성 저하가 심각한
위협으로 거론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도로 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평균 5,135억
원이 소요되고 있으며 년평균 4%씩 증가되고 있는데, 특
히 고속도로의 보수에도 3,260억원의 막대한 비용이 소요
되고 있다(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South Korea), 2014). 따라서 이러한 콘크리트
포장재에 대한 적절한 보수 대책의 마련과 이에 활용될
우수한 성능의 재료가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최근 국내에서도 많은 연구가
수행(Hwang, et al., 2016)되고 있는 급속경화 화학결합형
세라믹(CBC, Chemically Bonded phosphate ceramics)과 칼

슘설포 알루미네이트계 초속경 시멘트(CSA, Calcium Sulfo
Aluminate)를 기반으로 한 보수재료를 대상으로 그 특성
을 비교 평가하였다.

2.

실험 계획 및 방법

2.1 실험계획
본 연구의 시험체 배합 및 시험 항목은 Table 1과 같
다. 시험체는 결합재와 골재의 비가 1 : 1.2인 모르타르
로 제작하였으며, 혼합수의 경우 Flow 200∼220mm 수준의
유동성 확보를 위해 물결합재비를 CBC의 경우 18%, CSA의
경우 35%로 하였다.
시험 항목은 Flow 시험, 응결시험, 재령에 따른 압축강
도 시험, 길이변화 시험, 염소이온침투저항성 시험 등을
실시하였다.
Table 1. Experimental Plan
Specimen W/B (%) Binder:Sand

Test Items

Flow
Setting time
Compressive Strength
(2h, 4h, 1d, 3d, 7d, 28d)
1 : 1.2
Dry shrinkage (~56d)
CSA
35
Ability to Resist Chloride Ion
Penetration (7d, 28d)
CBC : Chemically Bonded phosphate ceramics
CSA : Calcium Sulfo Aluminate based ultra rapid harding
cement
CBC

* 정 회 원․ (주)위드엠텍 상무, E-mail: dangchan74@empas.com - 발표자
** 정 회 원․ (주)위드엠텍 과장, E-mail: hdwindmil@naver.com
*** 정 회 원․ (주)위드엠텍 대표이사, E-mail: cufe200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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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 염소이온침투저항성 시험

2.2 사용재료
본 연구에서 사용된 CBC와 CSA계 초속경 시멘트는 국내
W사의 제품을 사용하였으며, 그 물리적 특성은 Table 2,
외형은 Fig 1에 나타내었다.
모르타르 배합에 사용한 골재는 KS L ISO 679 『시멘트
의 강도 시험 방법』에 의한 표준사를 사용하였다.
Table 2. Physical Properties of CBC and CSA
3

2

Materials

Density (g/cm )

Blaine (g/cm )

CBC

2.42

2,890

CSA

2.94

3,400

(a) CBC

염소이온 침투저항성 시험방법은 KS F 2711 『전기전도
도에 의한 콘크리트 염소이온 침투저항성 시험방법』에 의
거하여 수행하였다. 시험에 사용된 시험체는 ∅100×200mm
공시체를 7일, 28일간 양생한 후 ∅100×50±3mm가 되도록
시험체를 절단하였다. 이후 Fig 2와 같이 규정에 의해 시
험체를 시험셀에 고정시키고 회로를 구성하여, 시험체별
총통과전하량을 측정하였다.

Fig. 2 Arrangement for Test to Resist Chloride Ion
Penetration

(b) CSA

Fig. 1 Appearance of CBC and CSA

3.

실험결과

2.3 실험방법
3.1 유동성 및 응결시간
2.3.1 시험체 제작
본 연구에서는 KS L ISO 679 『시멘트의 강도 시험 방
법』 규정에 준하여 시험체를 제작하였다. 다만 시험체는
40 × 40 × 160mm 크기의 몰드에 성형하였으며. 항온항습기
(온도20±2, 습도90%이상)에 1일간 양생 하여 탈형한 후
수중(온도20±1)에서 양생하였다.
2.3.2 응결시험

Table 3, Fig 3, Fig 4에 CBC와 CSA 시멘트의 유동성
(Flow) 및 응결시간 결과를 나타내었다. 유동성은 CBC와
CSA 시멘트 모두 220mm로 동일하게 측정되었다.
응결시간은 CBC의 경우 초결 18분, 종결 20분을 나타내
었으며, CSA 시멘트는 초결 20분, 종결 23분을 나타내어
전반적으로 CBC와 CSA 시멘트 모두 유사하게 측정되었다.
Table 3. Result of Flow and Setting time

응결시험은 KS L ISO 9597 『시멘트의 응결 및 안정성
시험방법』에 의해 시험하였다.

Specimen

Flow
(mm)

CBC
CSA

220
220

2.3.3 압축강도시험

Setting time(min)
Initial Setting
Final Setting
Time
Time
18
20
20
23

모르타르의 압축강도 시험은 양생된 시험체를 재령 2시
간, 4시간, 1일, 3일, 7일, 28일에 측정하였다.
2.3.4 길이변화 시험
길이변화 시험은 100×100×400mm의 각주 몰드를 사용
하였으며, 몰드 중앙에 매립형 스트레인게이지를 시험체
성형전 고정하여 설치하였다.
길이변화의 측정은 시험체 성형 직후부터 매립형 스트
레인게이지를 데이터로거(Tokyo Sokki Kenkyuio사 TDS-302)에
연결시켜 항온항습실(온도 20±2℃, 상대습도 60±5%)에
서 56일간 측정하였다.
Fig. 3 Result of Mortar F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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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6 Coulombs에서 재령 28일 2,483 Coulombs로 감소하였
다. 염소이온 침투 저항성 역시 압축강도 성능과 마찬가
지로 CBC가 CSA보다 우수한 성능을 보였다.
Table 5. Result of Ability to Resist Chloride Ion Penetration
Specimen

Resist Chloride Ion Penetration
7D

28D

CBC

856

433

CSA

3,146

2,483

Fig. 4 Result of Setting time
3.2 압축강도
모르타르의 압축강도 시험 결과는 Table 4 및 Fig 5에
나타내었다.
Table 4. Compressive strength of mortar (MPa)
Specimen

2hr

4hr

1D

3D

7D

28D

CBC

31.3

41.3

56.6

61.7

68.2

79.1

CSA

18.2

27.8

35.3

40.3

45.1

55.3

Fig. 6 Ability to Resist Chloride Ion Penetration
3.4 길이변화
Fig 7은 CBC와 CSA 모르타르의 길이변화율을 시험체 제
작 초기부터 데이터 로거(TD-302)에 56일간 연속 측정한
결과이다.

Fig. 5 Result of Compressive Strength
CBC의 경우 초기재령 2시간에 31.3MPa, 4시간에 41.3MPa
로 우수한 성능을 보였으며, 28일에 79.1MPa로 매우 우수한
고성능을 보였다.
CSA의 경우 초기재령 2시간에 18.2MPa, 4시간에 27.8MPa
로 측정되었으며, 28일에 55.3MPa로 측정되었다.
모르타르 압축강도 시험결과 CBC는 CSA대비 재령 2시간
부터 1일까지 50~70% 향상된 압축강도 성능을 나타내었으
며, 3일부터 28일까지 40~50%의 향상된 압축강도 성능을
나타내었다.
3.3 염소이온 침투저항성
공시체 재령 7일, 28일에 측정한 염소이온 침투 저항성
시험 결과는 Table 5 및 Fig 6과 같다.
CBC의 경우 총통과전하량이 재령 7일 856 Coulombs에서
재령 28일 433 Coulombs로 감소하였고 CSA는 재령 7일

Fig 7. Result of drying shrinkage
재령 56일까지 CBC와 CSA모르타르의 길이변화에 대한
-6
-6
시험을 진행한 결과 CBC는 150×10 ∼ -100×10 의 범위
로 측정되어 건조 수축에 대한 저항성이 매우 우수한 것
으로 평가되었다. CSA의 경우에는 -1,600×10-6으로 측정
되어 건조수축에 의한 변형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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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

References

론

콘크리트 보수용 신 건설재료인 급속경화 화학결합형
세라믹(CBC, Chemically Bonded phosphate ceramics)과 칼
슘설포알루미네이트계 초속경 시멘트(CSA, Calcium Sulfo
Aluminate)의 특성을 비교 평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CBC와 CSA시멘트 모두 유동성 및 응결시간이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2) CBC는 CSA 모르타르 대비 재령 2시간부터 1일까지
50~70% 향상된 압축강도 성능을 나타내었으며, 3일
부터 28일까지 40~50%의 향상된 압축강도 성능을 나
타내었다.
3) CBC는 CSA 모르타르의 염소이온 침투저항성 시험 결
과 CSA는 재령 28일에 2,483 Coulombs를 나타내었으
나, CBC는 재령 28일에 433 Coulombs로 매우 우수한
성능을 나타내었다.
4) 재령 56일까지의 길이변화 시험 결과 CSA의 경우
-1,600×10-6으로 측정되었으나, CBC의 경우 150×10-6
∼ -100×10-6의 범위로 측정되어 건조 수축에 대한
저항성이 매우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상과 같이 콘크리트 포장재의 보수재료로서 CBC는 재
령초기부터 우수한 압축강도 성능을 나타내었을 뿐만 아
니라 염소이온침투저항성 및 길이변화 저항성 등의 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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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P 하이브리드 바를 적용한 콘크리트의 부식거동 평가
Evaluation for Corrosion Behavior of FRP Hybrid Bar Embedded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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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o overcome shortcomings of fiber reinforced polymer (FRP), a hybridized FRP rebar was developed by the authors. This
hybrid bar herein called “FRP Hybrid Bar” was fabricated by adopting advantages from two different materials, including
glass fiber reinforced polymer (GFRP). Corrosion resistant characteristics of FRP Hybrid Bar were evaluated and the test
results were explained in this paper. The use of the alternative reinforcement could allow concrete structures to extend
life-span, to save maintenance and repair costs, etc. if the FRP Hybrid Bar was applied to RC structures located in a
very corrosive environment, such as marina or harbor ar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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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2.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의 수명을 단축시키는 주요한 열
화원인은 철근 부식이다. SOC 시설물의 수명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서는 철근 부식에 대한 적절한
대응 및 전략수립이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해양
항만구조물 수명 향상기술을 개발, 검증 및 보급하기 위
하여 개발된 FRP Hybrid Bar(FHB)를 적용한 콘크리트 시편
을 제작하여 간만대 등 해양항만 환경에 노출시켜 부식
성능을 평가하였다.
본 연구는 FHB를 적용한 콘크리트 시편과 일반 철근을
적용한 콘크리트 시편을 제작하여 간만대, 비말대 등 해
양환경에 노출시키고 모니터링을 하여 장기 성능을 검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표준적인 방법으로 제작되고
양생된 콘크리트 부재인 경우도 비말 및 해수의 침투로
인하여 염화물이 일정량 이상인 경우 콘크리트 표면의 부
동태피막 또는 수산화칼슘의 피막이 부식 보호능력을 상
실하게 되어 부식이 발생하게 된다. 철근부식을 통하여
생성된 산화철은 철근부피를 급격하게 팽창시켜 내부응력
감소 및 내구성 저하를 유발하고 콘크리트 부재의 강도
및 수명을 단축시킨다(문한영 등, 1996).
현장 실험용으로 설계 제작된 다수의 실험체를 제작하
여 실내 및 실외실험으로 구분하여 방치하고, 일정한 주
기로 FHB 및 철근 적용 콘크리트 시편의 부식정도를 측정
하여 장기 내구성능을 검증하도록 실험을 계획하였고, 초
기 실험 결과에 대한 내용을 본 논문에 수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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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P Hybrid Bar 개발

4년에 걸친 FRP Hybrid Bar 개발 연구를 통하여 Fig. 1
과 같이 FHB 시작품을 개발하였다(KICT, 2006, 2015). 이
과정에서 목표 성능(역학적 성능, 내구성 등)을 확보할 수
있는 최적 단면 구조와 제작 방법을 검토하였다(You et
al., 2015).

Fig. 1 FRP Hybrid Bar 최종 시작품 형상
FHB 시작품은 심재로 철근을 사용하여 일반 철근과 동일
한 역학성능을 가지게 하고, 철근 외부를 GFRP로 감아 부
식으로부터 철근을 보호하며, 콘크리트와의 부착성능을 향
상시키기 위해 표면에 규사를 코팅한 형태로 제작되었다.
현재 3종의 시제품을 개발하였으며, Table 1과 같은 제
원을 가지고 있다. 설계자들에게 친근성을 제공하고 철근
과 동일한 사용을 목적으로 호칭은 철근의 호칭을 적용하
였다.

전임연구원, E-mail: dwseo@kict.re.kr – 발표자
연구위원, E-mail: ktpark@kict.re.kr
연구위원, E-mail: yjyou@kict.re.kr
박사후연구원, E-mail: joonseokpark@kict.re.kr
박사후연구원, E-mail: jungkyusan@kict.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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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FRP Hybrid Bar 시제품 규격
HYB 16

호칭

HYB 19

실험 같은 경우 3일 침지, 4일 건조를 1사이클로 하였고
현장방치의 경우 간만 및 침지지역에 방치를 하여 1주일
을 1사이클로 주기적으로 부식거동을 측정하였다.

HYB 22

Table 2. 콘크리트 공시체의 부식촉진실험 조건

단면

실험방법

실험조건

0%
철근직경
전체외경

15.9 mm
23.7 mm

19.1 mm
29.2 mm

22.2 mm

실내

6%

3일 침지

4일 건조
1 Cycle

인공해수

32.6 mm
실외

간만대

7일 간만대 방치

침지

7일 침지

3. FRP Hybrid Bar 부식 실험 개요
4.
철근 부식은 다양한 환경에서 다양하게 발생하게 되어
이를 실내 실험 결과만을 가지고 수명을 예측하기에는 많
은 어려움이 따른다. 그러나 자연환경에 노출된 철근·콘
크리트 구조물의 철근부식을 평가를 위해서는 많은 어려
움이 따르기 때문에 많은 연구자들이 현장 검증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해안가 및 매립지의 사회기반 시설물의 증
가로 인하여 이에 대한 연구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새만금의 개발과
매립지의 증가로 인한 구조물의 부식에 대한 관심이 극대
화되고 이에 대한 연구를 다양하게 시도하고 있다(이승
태, 2002).
철근이 부식하기 위해서는 습도와 산소가 필요하고 다양
한 환경이 필요하다. 그중 간만대의 경우 부식의 반응이 급
격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검토는 반드시 필요하
고, 산소의 포화도가 적은 수침 구역에 대한 부식 평가도
상시 염분에 노출되어 있고 파도에 의한 산소 공급에 따른
부식 평가도 중요하다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비말대 구간
의 경우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장기적으로 염분이 공급되기
때문에 부식의 발생시 급격한 성능저하를 발생하는 요인이
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고려하여 간만대 지역과 수침 지역의
FHB의 부식 평가를 위하여 서해안 새만금 지역의 간만대와
침수지역에서의 현장 노출 부식 시험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Fig. 2와 같이 지름 100mm 높이 200mm 몰드 중심에 철근
을 위치하게 하고, 일반원형철근 및 FHB를 몰드 중앙에 고
정시켜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철근까지의 콘크리트 두께가
40mm 정도가 되게 하였다.

FRP Hybrid Bar 부식 실험 준비

해양 구조물의 위치적 특성상 두 가지 조건의 현장 방치
를 실시하였다. 해수 간만지역인 비응항 및 해수 침지 지역
인 새만금에 방치 후 1주일을 1사이클로 자연전위를 측정하
였다. 또한, 시험체를 그물망에 넣어 유실을 방지하였다.

Fig. 3 시험체 유실방지를 위한 그물망
현장방치조건과 비교분석을 위하여 염화물을 선혼입 하
지 않고, NaCl 0%, 6% 및 인공해수에 침지하였다. 실험조
건으로는 3일 침지, 4일 건조를 1사이클로 자연전위 값을
측정하였다.

3일 침지상태

4일 건조상태

Fig. 4 실내 실험조건
반전지 전위법(ASTM C 876)은 콘크리트 표면에 기준 전
극을 접촉하여 철근과의 전압차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콘
크리트 표면 위를 움직이면서 부식이 일어난 지점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다. 기준 전극으로는 황산동 전극을 사용
하였으며 -350mV를 기준으로 부식 여부를 판단하였다.

Fig. 2 부식 측정을 위한 콘크리트 시편
탈형한 시편은 수중양생으로 28일간 양생시킨 후 실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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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반전지 전위법

Table 3. 자연전위를 이용한 부식 평가 기준
부 식 가 능
전 극(mV)
기준전극의 종류
ASTM (미국)
CSE(황산동 전극)
-200mV 이상
90% 이상 부식없음
-200 ~ -350mV
불확정
-350mV 이하
90% 이상 부식 확률 95%

성
OTH(영국)
5% 이하
50%
이상 부식 확률

Fig. 8은 침지지역에 방치한 콘크리트 중에 매입된 일
반원형철근 및 FHB의 자연전위를 3사이클까지 비교하여
나타낸 것이다. 이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위 간만지역
과 마찬가지로 FHB는 활성 영역의 전연전위를 나타내지
않는 반면, 일반원형철근의 자연전위는 활성 영역의 값으
로 나타난 것으로 조사되었다.

5. FRP Hybrid Bar 부식 실험
일반적으로 금속의 잔연전위란 금속이 존재하는 환경
속에서 유지하고 있는 전위를 말하며, 부식의 양극반응과
음극반응에 의한 전위의 분극으로부터 결정된다. 따라서,
자연전위는 환경이나 철근의 상황에 따라 변화하며 기본
적으로 이러한 전위의 변화로부터 철근의 부식성을 판정
하기 위해서는 반전지와 전위차계를 이용하여 측정되는
값으로 부식을 정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Fig. 6은 간만지역에 일반원형철근 및 FHB를 콘크리트
중에 매입한 시편을 현장 방치한 사진이다.
Fig. 8 콘크리트 중에 매입된 일반원형철근 및 FHB의
부식평가(침지)
현장방치의 경우 간만지역 및 침지지역 모두 FRP
Hybrid Bar를 적용한 시편에서 자연전위는 비활성태 영역
의 값으로 나타나 부식 저항성이 큰 것으로 평가되었다.
5.2 실내 실험
Fig. 6 염해, 부식평가(간만대)
5.1 현장 방치 실험
Fig. 7은 간만지역에 방치한 콘크리트 중에 매입된 일
반원형철근 및 FHB의 자연전위를 3사이클까지 비교하여
나타낸 것이다. 이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콘크리트 중
철근의 자연전위는 철근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으
며, FHB 철근의 자연전위가 3사이클까지 활성 영역의 자
연전위를 나타내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일반
원형철근의 자연전위는 활성 영역의 값으로 나타난 것으
로 조사되었다.

Fig. 7 콘크리트 중에 매입된 일반원형철근 및 FHB의
부식평가(간만대)

Fig. 9는 콘크리트 중에 매입된 일반원형철근의 자연전
위 측정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이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콘크리트 중 철근의 자연전위는 염화물량 및 인공해수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으며, 0% 및 6% 염화물의 경우 콘크리
트 중에 매입된 철근의 자연전위가 3사이클까지 대체적으
로 부동태영역의 값을 나타내는 것을 확인하였다. 한편,
인공해수에 침지시킨 일반원형철근의 자연전위는 활성영
역의 값으로 나타남으로써, 부식이 촉진되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NaCl보다는 인공해수 성분의 영향
이 더 높은 것으로 관찰되었다.

Fig. 9 콘크리트 중에 매입된 일반원형철근의 부식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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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은 콘크리트 중에 매입된 선형 FHB의 자연전위
를 염화물량 및 인공해수로 비교하여 나타낸 것이다. 염
화물량 및 인공해수에 관계없이 철근의 잔연전위는 부동
태 영역의 값을 나타내었으며, 일반원형철근의 자연전위
에 비하여 매우 안정된 부식전위 거동을 나타내었다. 따
라서, 선형 FHB의 자연전위를 고려하여 판단해 볼 때, 선
형 FHB는 콘크리트 중 철근부식에 우수한 저항성을 나타
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강재를 둘러싼 수지가 부
식인자의 침투를 효과적으로 감소시켰기 때문으로 판단되
며, FHB의 부식특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보다 장기재령
에서 부식거동을 고찰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 수행된 FRP Hybrid Bar의 내부식 성능 평
가 결과를 바탕으로 판단하면, 해양 콘크리트 구조물용
대체철근으로써, FRP Hybrid Bar는 방식측면에서 매우 우
수한 성능을 나타냄을 알 수 있으며, 부착성능, 탄성계수
등 철근의 역학적 특성이 개선된다면 우수한 해양철근용
소재로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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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P Hybrid Bar의 장기 성능 모니터링 검증 방법론 제시
Preposal for Verification Methodology of FRP Hybrid Bar’s Long Term
Performance
박 기 태* · 유 영 준** · 김 병 철*** · 서 동 우**** · 정 규 산*****
Park, Ki-Tae · You, Young-Jun · Kim, Byeong-Cheol · Seo, Dong-Woo · Jung, Kyusan
ABSTRACT
During the last two decades, fiber reinforced polymer (FRP) reinforcing bars for concrete structure have been extensively
investigated and a number of FRP bars are commercially available. However, major shortcomings of the existing FRP
bars are its high initial cost and low elastic modulus compared to conventional steel bars. Because of these reasons,
Korea Institute of Civil Engineering and Building Technology (KICT) in Korea has developed the FRP Hybrid Bar which
have the concept of material hybridization for concrete structures, especially for marine and waterfront concrete structures.
This developed bar is new type material in construction field, verification of long term performance is very important for
commercialization. In this paper, verification methodology on long term performance(corrosion, flexural behavior etc) of
FRP Hybrid Bar is suggested.
Key W ords: FRP hyrbid bar, Long term performance, corrosion capacity, flexural behavior

1. 서

론

과를 분석하였다.

철근의 부식은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의 수명을 단축시
키는 주요한 열화원인이다. SOC 시설물의 수명을 확보하
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서는 철근 부식에 대한 적절
한 대응 및 전략수립이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FRP Hybrid Bar를 활용한 해양항만구조물 수명 향상기술
을 개발, 검증 및 보급하기 위하여 개발된 FRP Hybrid Bar
시작품을 이용한 콘크리트 부재의 장기성능 평가 방법론
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FRP Hybrid Bar를 적용한 보와 일반 철근을 적용한 동
일한 규격의 보 부재를 제작하고 해양환경에 10년 이상
장기 폭로 및 모니터링을 통해 장기 성능을 검증하는 것
을 목적으로 하였다. 표준적인 방법으로 제작되고 양생된
콘크리트 부재인 경우도 비말 및 해수의 침투로 인하여
염화물이 일정량 이상인 경우 콘크리트 표면의 부동태피
막 또는 수산화칼슘의 피막이 부식 보호능력을 상실하게
되어 부식이 발생하게 된다. 철근부식을 통하여 생성된
산화철은 철근부피를 급격하게 팽창시켜 내부응력감소 및
내구성 저하를 유발하고 콘크리트 부재의 강도 및 수명을
단축시킨다.
폭로실험용으로 설계 제작된 다수의 실험체를 제작하여
적치하고 매년 일정한 개수의 파괴실험 결과로 부터 FRP
Hybrd Bar 적용 부재와 일반철근 적용 부재의 강도 변화
를 추적하고 장기 내구성능을 검증하도록 장기 폭로실험
을 계획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장기내구성 실험용 보 실
험체의 설계 및 제작, 그리고 1차 실험체의 파괴실험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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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존 연구 사례 및 성능검증 계획 수립

2.1 기존 연구 사례
박연호 외(2013)는 Fig. 1과 같이 200×300×1800(mm)
크기의 콘크리트 보 18개를 Fig. 2와 같은 제원으로 제작
하여 자연 노출환경을 모방한 급속숙성실에서 300일간 재
하하중상태로 숙성한 후 휨 거동 특성에 기반하여 GFRP
및 철근 보강 콘크리트 보의 강도감소와 연성변화 특성을
분석하였다.

Fig. 1 보강근 성능 검증 실험 예

연구위원, E-mail: ktpark@kict.re.kr - 발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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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매 년 제작된 실험체의 파괴실험을 진행하면서
부식의 진전속도를 고려하여 테스트 주기를 조정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3. 실험체 설계 및 제작

Fig. 2 보강근 성능 검증용 콘크리트 실험체 제원
하상훈 외(2005)는 GFRP로 보강한 휨부재의 설계기준
확립을 위한 기초실험으로 보강근비 및 콘크리트의 압축
강도 변화에 따른 휨거동에 관한 이론적, 실험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D10 철근 및 동일 직경의 GFRP 보강근, 콘크
리트의 설계기준 강도 27MPa, 50MPa을 매개변수로 1600×
200×150(mm) 크기의 콘크리트 보 24개를 제작하여
2mm/min 속도의 변위제어방식으로 삼등분점 재하실험을
수행하였다.

FRP Hybrid Bar를 이용한 보 구조물의 장기 내구성 검
증을 위한 폭로실험 계획 및 폭로실험체는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도록 계획하고 실험체를 설계 및 제작 하였다. 기
본적으로 보 부재로 실험체를 제작하여 휨 파괴거동을 분
석할 수 있도록 하였고, 파괴실험 시 압축파괴 또는 전단
파괴를 나타내지 않는 제원으로 설계하였다.
§
§
§
§
§

§

Fig. 3 GFRP 보강근 콘크리트 보의 휨파괴
실험체(하상훈 외, 2005)

§
2.2 장기모니터링 성능검증 계획
§
FRP Hybrid Bar는 간만대, 비말대 등의 가혹한 해양환
경에서도 일반철근보다 뛰어난 내구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개발되었다. 화학적인 방법에 의한 촉진실험으
로도 시작품의 내구성능을 추정할 수 있으나 신뢰도 높은
내구성능의 검증을 위하여 실제 해양 환경에 노출된 실제
구조물과 유사한 규격의 장기 폭로 실험체에 대한 장기모
니터링을 계획하였다. 또한 철근 콘크리트 부재의 장기
내구성능 검증과 관련한 기존 연구를 조사하였고, 장기폭
로 대상 실험체의 종류 및 규격을 결정하였다. 결정된 실
험체의 제원에 따라 66본(FRP 33개, 일반 철근 33개)의
실험체를 제작하였고 장기폭로 실험장을 조사하였다.
66본의 실험체 중에서 6본(FRP 3개, 일반 철근 3개)의
실험체에 대하여 먼저 휨파괴실험을 수행하였고 결과를
분석하였다. 장기폭로중인 실험체 중 매 년 6본을 임의
선택하여 휨 파괴실험의 결과를 모니터링 하도록 성능검
증계획을 수립하였다. FRP Hybrid Bar를 적용한 구조부재
가 일반 철근을 사용한 부재보다 어느 정도의 내구성능을
나타내는지 모니터링하기 위하여 시간의 경과에 따른 콘
크리트의 강도변화를 확인하기 위하여 11개의 콘크리트
강도시험용 공시체를 제작하여 매년 1개의 압축강도시험
을 수행하는 것으로 계획하였다.
수립된 장기모니터링 성능검증 계획은 실제 환경에 노
출되어 예상되는 콘크리트 및 철근의 부식 속도와 상이할

§

FRP Hybrid Bar의 장기 성능 검증을 위한 10년 장기
계측 실험 추진 필요
FHB의 중성화, 염해 및 부식에 의한 장기 상태를 검증
하기 위한 실험 필요
해양환경에서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는 보 부재 형태로
실험체 제작 필요
실제 해양환경에 장기 폭로에 의한 실험체의 내구성
변화 모니터링 필요
폭로실험은 실제 구조물의 50년 후를 모사할 수 있어
야 하므로 실험체의 피복두께 조절 및 인공 균열 생성
필요
일반철근과 FRP Hybrid Bar를 적용한 동일한 규격의
보를 이용한 상대 비교 필요
휨 파괴실험 시 실험체는 전단 또는 압축파괴가 발생
하지 않도록 제작 필요
실험체는 200kN 이하의 하중재하로 파괴실험이 가능해
야 함
해양 환경 구조물에 적용될 FRP Hybrid Bar 중 가장
보편적인 직경을 사용한 실험체 제작 필요

상기의 조건을 만족하는 실험체를 제작하기 위해 Fig.
4, Fig. 5와 같이 1500×200×150(mm) 규격의 보 실험체를
설계하였다. 콘크리트는 C25, 철근은 항복강도 400MPa의
H-bar를 적용하였다. 모든 실험체는 전단파괴를 방지하기
위하여 직경 6mm 굵은 철사를 5cm간격으로 배근하고, 이
때 스터럽을 걸기 위한 압축 철근은 직경 D16철근
(fy=300MPa) 2본을 배근하였다. 하부의 인장철근은 H16철
근(fy=400MPa)을 사용하여 33개를 제작하고, FRP보강근(직
경 약 21mm)을 사용하여 33개를 제작하였다. 제작된 66개
의 보 실험체 중 매년 6개(FRP보강근 적용 보 3개, 일반
철근콘크리트 보 3개) 보에 대한 휨파괴실험을 수행할 예
정이다.
압축강도 실험체는 Fig. 6과 같이 보 실험체와 동일한
콘크리트를 사용하여 11개를 제작하였다. 휨 파괴실험 수
행 시에 지점조건을 1점재하로 지간장 1.5m를 적용하는
경우 파괴를 나타내는 상재하중은 80kN 정도로 추정되며,
해당 하중에 의한 전단력에 대한 보강도 충분한 것으로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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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에 의한 지압파괴를 방지하기 위해 강화고무를 이용
하여 UTM에 의한 하중을 전달하도록 하였다.

Fig. 4 보 실험체 형상

(a) 일반철근 적용 실험체

Fig. 6 압축강도
시험체

Fig. 5 보 실험체 단면형상

제작된 실험체 제작에 필요한 FRP Hybrid Bar는 Table
1과 같이 심재철근은 항복강도 400MPa, H16철근을 사용하
였고, 돌기합사수는 10개, 피치는 17.4mm을 적용하였다.
제작 FRP Hybrid Bar의 길이는 1,600mm로 총 66개를 제작하
였다. 제작된 FRP Hybrid Bar는 폭로실험체 1본에 2개씩 사
용되므로 총 33개의 실험체를 제작하는데 사용되었다. FRP
Hybrid Bar를 적용한 실험체의 경우 일반철근을 사용한 실
험체와 동일한 16mm 직경의 심재철근을 갖도록 하였다.
Table 1 제작 FRP Hybrid Bar 규격
항목

특성값

심재철근 항복강도

400MPa

심재철근 직경

D16

피치

13.4mm

돌기합사 수

10

규사코팅두께

-

규사직경

-

FRP Hybrid Bar
길이

1,600mm

제작 개수

66개

비고

(b) FRP Hybrid Bar 적용 실험체
Fig. 7 폭로실험용 실험체의 파괴형상
보 실험체의 재하실험에 따른 실험체의 하중-처짐 곡선
을 Fig. 8에 도시하였다. 일반철근 적용 보 3개와 FRP
Hybrid Bar 적용 보 3개의 파괴실험 결과를 나타내었으
며, 본 실험의 경우는 일반철근을 적용한 보의 하부 인장
철근을 H19 철근을 적용하였다. 실험결과 최대 재하하중
은 일반철근을 사용한 보의 경우 평균 120kN, FRP Hybrid
Bar 적용 보의 경우 평균 140kN을 나타내었다. 일반철근
적용 보의 경우 철근에 작용하는 인장응력이 항복응력에
도달한 이후 철근의 항복에 따라서 하중증가 없이 변위가
증가하는 연성파괴의 양상을 뚜렷하게 나타내고 있다.
FRP 적용 보의 경우 최대하중을 나타낸 이후 FRP의 파단
에 의하여 내하성능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m

4. 1차 실험체 파괴실험 결과 분석
제작된 66개의 장기 폭로실험용 보 실험체 중에서 첫
번째 연도에 해당하는 6개의 보 실험체의 휨 파괴실험을
수행하였다. Fig. 7과 같이 UTM과 LVDT를 이용하여 일정
한 하중 증가에 따른 실험체의 처짐을 계측하였다. 지점
조건은 양단에 힌지 및 롤러의 조건을 모사하도록 1.5m의
지간장에 기계식 롤러를 이용하여 실험체를 지지하도록
하였고 1점 재하조건을 적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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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휨 파괴실험 결과

5. 결

론

감사의 글

FRP Hybrid Bar를 적용한 해양구조물의 내구성능을 검
증하기 위하여 장기 폭로용 보 실험체 총 667개를 제작하
고, 장기 폭로실험 계획을 수립하였다. 또한 1차년도에
해당하는 6개 실험체에 대한 파괴실험을 실시하고, 그 결
과를 분석하였다.
FRP 보강근의 장기폭로실험을 수행하여 향후 관련 제품
군의 신뢰성을 높일 것으로 판단되며, 장기 폭로실험은
10년 이상 대상 실험체에 대한 모니터링하는 과정이 필요
하므로 본 과제 종료 이후의 실험 및 분석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지원하고 한국건설기술
연구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2016년 주요사업 “FRP Hybrid
Bar를 활용한 해양항만구조물 수명 향상기술 개발”에서
수행된 연구결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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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거동을 고려한 구조용 강재 용접부의 등가탄성계수 산정
Estimation of Equivalent Elastic Modulus for Weld Zone of Structural
Steel Considering Composite Action
김 정 중*
Kim, Jung Joong
ABSTRACT
구조용 강재의 용접부는 강재(Base metal, BM), 용접모재(Weld metal, WM), 열영향부(Heat affected zone, HAZ)로 구
성된다. 용접부를 구성하는 이들 세 부분의 구조적 성질은 서로 다를 것이므로, 강재의 용접부의 구조 거동은 BM,
WM, HAZ로 구성된 복합체의 거동으로 고려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용접부를 구성하는 BM, WM, HAZ 각각의
탄성계수를 나노압입으로 도출하고, 이들의 복합거동(composite action)을 고려한 용접부의 등가탄성계수(equivalent
elastic modulus)를 산정하였다.
Key W ords: 복합거동, 구조용 강재, 용접부, 나노압입, 등가탄성계수

1. 서

론

2.

구조용 강재는 다양한 이점으로 많은 인프라 구조물의
재료로 사용되고 있다. 강재는 다른 재료에 비해 비강도
와 비강성이 매우 크며, 인성과 연성도 우수하다. 강재를
이용한 구조물은 볼팅(Bolting)과 용접으로 연결이 가능
하기 때문에 강구조는 보수보강 또는 증개축이 용이하다.
이러한 강재의 장점에도 불구하고, 강재의 연결부는 강구
조의 가장 취약한 부분으로 알려져 있다.1 강재를 용접에
의해 연결 시 용접부는 Fig.1에서 보인 것처럼 강재(Base
Metal, BM), 용접모재(Weld Metal, WM), 열영향부(Heat
Affected Zone, HAZ)로 구성된다.

나노압입 실험

강판을 맞대기 용접 후 수압 절단하여 Fig. 2 (a)에 보
인 나노압입 시편을 제작하였다. Fig. 2(b)의 나노압입
장비를 사용하여 BM, WM, HAZ 영역의 탄성계수를 측정하
였다. 나노압입으로 재료의 탄성계수를 결정하는 방법은
다양한 문헌에서 소개되고 있다.2

(a)

(b)

Fig. 1 강재의 용접부
본 연구에서는 용접부를 구성하는 BM, WM, HAZ 각각의
탄성계수를 나노압입으로 도출하고, 복합거동을 고려한
용접부의 등가탄성계수(equivalent elastic modulus)를 산
정하였다.

Fig. 2 (a)나노압입 시편과 (b)나노압입 장비
나노압입 실험으로부터 결정된 BM, WM, HAZ 영역의 탄
3
성계수는 Table 1과 같다.

* 정 회 원․ 경남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 E-mail: jungkim@kyungnam.ac.kr – 발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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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나노압입 실험결과로부터 얻은 BM, WM,
HAZ의 탄성계수 (GPa) 3
BM

WM

HAZ

207

218

212

식(2)에서 L은 인장시편의 게이지 길이로 본 연구의 실
험에서는 50.8mm이다. 아래첨자를 포함한 L과 E는 해당
부분의 길이와 탄성계수이다. 식의 유도에서 BM과 HAZ 영
역의 단면적은 동일하고, WM의 단면적은 BM 단면적의
1.23배를 사용하였다. Table 1의 결과를 사용하여 등가탄
성계수를 계산할 수 있다. 식(2)를 사용하여 계산하면 Eeqv
= 213GPa이다. 계산 결과는 인장강도 실험 결과인 216GPa
과 유사하다.

3. 인장강도실험
나노압입 시편과 마찬가지로 맞대기 용접한 강판으로부
터 Fig. 3에 보인 용접부를 포함한 강재 시편을 수압 절
단하였다. 만능재료시험기(Universal Testing Machine,
UTM)을 사용하여 인장강도 실험을 수행하였다.

5.

본 연구에서는 용접부를 구성하는 BM, WM, HAZ 각각의
탄성계수를 나노압입으로 도출하고, 복합거동을 고려한
용접부의 등가탄성계수를 산정하였다. 용접부를 포함한
인장강도 시편의 탄성계수와 비교했을 1.5%의 오차를 보
이며, 제안된 산정 방법이 유효한 것으로 판단된다.

감사의 글

Fig. 3 용접부를 포함한 인장강도 시편
3회의 인장강도 실험으로부터 용접부를 포함한 시편의
탄성계수는 평균 216GPa로 결정 되었다.

본 연구는 국토교통부 국토교통기술촉진연구사업의 연
구비 지원(15CTAP-C098306-01)에 의해 수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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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등가탄성계수
인장하중을 받는 용접부를 포함한 시편에서, 용접부의
BM, WM, HAZ 영역은 직렬로 연결되어 거동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용접부의 등가강성 keqv는 식(1)과 같
이 쓸 수 있다.








  
  
  
  

(1)

식(1)에서 k는 아래첨자의 영역에 해당하는 부분의 강
성이다. 인장 시 시편의 강성 k = EA/L이므로, 식(1)에
대입하고 등가탄성계수, Eeqv에 대하여 정리하면 식(2)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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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인장 실험에 의한 Hybrid Bar의 인장 강도 평가
Evaluation of Tensile Strength for Hybrid Bar by Direct Tensile Test
정 규 산* · 박 준 석** · 김 병 철*** · 서 동 우**** · 박 기 태*****
Jung, Kyusan · Park, Joon-Seok · Kim, Byeong-Cheol · Seo, Dong-Woo · Park, Ki-Tae
ABSTRACT
Tensile strength was investigated for hybrid bar (HYB), in this study. HYB is made of both steel reinforcement and
glass fiber. Cross section of HYB has a shape in which steel reinforcement wrapped with glass fiber. For the production
of HYB, rebar of SD400 class and glass fiber of E class are used as main materials. Vinyl ester resin is used to harden
a glass fiber. In order to evaluate for tensile strength of HYB, the direct tensile test was performed about total ten
specimens. The length of total specimens is 2,200 mm including the grip. Diameter of HYB according to core diameter
was considered as a test variable. Direct tensile test for HYB was performed using a UTM with a capacity of maximum
1,000 kN. Tensile strength and strain were measured for each specimen during the test. From the test results, tensile
strength and elastic modulus were 317 ~ 341 MPa, 103 ~ 107 GPa, respectively. Especially, elastic modulus of HYB
was improved in comparison with usual GFRP bars such as the Aslan 100 or the V-rod.
Key W ords: glass fiber, tensile strength, FRP, hybrid

1. 서

론

인류는 출현부터 지금까지 육지에서 생활해왔고 인류의
도시 문명은 콘크리트와 강재에 기반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급속한 인구 증가와 이로 인한 지구 자원
의 고갈 그리고 환경오염과 같은 문제로 인하여 인류는
육지뿐만 아닌 해양과 우주로 영역을 넓히고 있다. 그러
나 두 영역의 환경은 육지의 환경과는 현저한 차이가 있
기 때문에 현재까지 진행되어 온 건설 기술에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요구된다. 가령, 해양환경의 경우, 바닷물은
콘크리트와 강재에 심각한 손상을 주기 때문에 해양 환경
에서의 건설은 이에 대한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해양 혹은 수중 구조물을 건설하기 위해 그동안 발전시켜
온 설계 및 시공 기술의 적용에 관한 연구가 병행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원에서는 해양 혹은 수중에
위치한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의 내부 철근 부식문제를 해
결하고 현재의 설계 기준에 적용 가능한 Hybrid Bar(HYB)
를 개발하였다. HYB는 이형 철근에 유리섬유를 감싸 하이
브리드 구조의 형태로 만들어졌다. HYB의 인장 강도 평가
를 위해 직접 인장 실험을 수행하였으며 본 논문에 HYB의
인장강도를 보고하고자 한다.

Fig. 1 Modified braidtrusion process
기존 브레이드트루젼 공정에 섬유의 배열성 향상 및 공
극 감소를 위해 유리 섬유의 장력 도입을 추가하였다.
2.2 직접 인장 실험체 제작
직접 인장 실험에 사용된 HYB의 제원은 Table 1과 같다.
Table 1. Specifications for hybrid bar

2. Hybrid Bar 및 직접 인장 실험체 제작
2.1 Hybrid Bar의 제작
HYB는 Fig. 1에 나타낸 것과 같이, 브레이드트루젼 공
정에 의해 제작되었다.
*
**
***
****
*****

정
정
정
정
정

회
회
회
회
회

원․
원․
원․
원․
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구조융합연구소
구조융합연구소
구조융합연구소
구조융합연구소
구조융합연구소

Outer
diameter
(mm)

Inner
diameter
(mm)

Total
length
(mm)

Quantity
(EA)

HYB D16

16

13

2,200

4

HYB D25

25

19

2,200

4

총 2 종류의 HYB를 사용하였고 Fig. 2와 같이, HYB 양
끝에 직경 48 mm, 길이 240 mm(HYB D16) 혹은 550 mm(HYB
D25)의 강관을 설치하고 그 안에 7일 기준 압축강도 55
MPa의 초속경 모르타르를 타설 하였다.

박사후연구원, E-mail: jungkyusan@kict.re.kr - 발표자
박사후연구원, E-mail: joonseokpark@kict.re.kr
전임연구원, E-mail: bckim@kict.re.kr
전임연구원, E-mail: dwseo@kict.re.kr
연구위원, E-mail: ktpark@kict.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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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직접 인장 실험 및 결과의 분석

3.1 HYB의 직접 인장 실험
HYB의 직접 인장 실험을 위해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1,000 kN 용량의 UTM(Universal Testing Machine)을 사용
하였으며 2 mm/min의 변위제어로 하중을 가력하였다.
Fig. 4와 같이, 각 실험체의 지그 부분을 제외한 길이에
대해 1/2 지점과 1/4 지점에 각 1 개씩의 변형률 게이지
를 부착하였으며 데이터 로거를 이용하여 하중과 변형률
을 수집하였다.

Fig. 2 Specifications of specimens for direct tensile test

Fig. 4 Mounting locations of strain gage

Fig. 3은 HYB의 제작과 직접 인장 실험을 위한 실험체
제작 과정을 간단히 나타낸 것이다.

3.2 실험 결과의 분석
Table 2는 직접 인장 실험에 의한 HYB의 실험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Table 2. Test results

(a) Braiding of glass fiber

4.

(d) Weighing of material

(e) Mortar mixing

(f) Casting of mortar

Yield strength
(MPa)

Yield strain
(  )

107.02

341.35

3,190

103.38

317.01

3,067

HYB
D16
HYB
D25

(b) Curing of HYB

(c) Used mortar

Elastic modulus
(GPa)

결 론

실험 결과로부터, HYB D16과 D25의 인장 강도는 각각
317 MPa, 341 MPa이고 이때의 변형률은 각각 3,067  ,
3,190  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HYB D16과 D25의 인장
탄성계수는 각각 103 GPa, 107 GPa 임을 도출하였다. 강재
의 비해 재료적 특성이 낮은 유리섬유로 감싼 HYB의 역학
적 특성이 일반적인 SD 400 이형 철근보다 조금 낮았지만
Aslan 100이나 V-rod와 같은 GFRP bar보다는 우수한 역학
적 특성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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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결융해 및 자외선 영향에 따른 HYB의 부착강도 평가
Evaluation of Adhesion Strength of HYB by Freeze-Thaw and UV
김 병 철* · 박 기 태** · 유 영 준*** · 박 준 석**** · 정 규 산*****
Kim, Byeong-Cheol · Park, Ki-Tae, You, Young-Jun · Park, Joon-Seok · Jung, Kyu-San
ABSTRACT
HYB(FRP Hybrid Bar) is composite structural material that combines reinforced bar and FRP. HYB has high elastic
modulus and after-yield-hardening properties, despite its corrosion resistance and light weight. HYB under development
has relatively stable corrosion durability. This study performs fundamental experiments for the long period UV exposed
HYB, and carries out pull-out test for the freezing-thawing exposed specimens of ordinary reinforced bar, HYB, and UV
exposed HYB. The effect of UV exposure and freezing-thawing did not affect the tensile property and strength of HYB.
However, the bond strength reduction on the environment of accelerated corrosion should be considered in further study.
Key W ords: HYB, ultra-violet, FRP hybrid bar, adhesion strength

1. 서

Table 1. Research content and method

론

세부 연구내용

HYB(FRP Hybrid Bar)는 철근과 FRP를 결합한 형태의 복
합구조부재로 내부식성과 경량화에도 불구하고 높은 탄성
계수 및 항복이후의 인장경화 특성을 갖고 있다. 개발 중
인 HYB를 실제 구조물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성능
평가를 통한 사용성의 검증이 필요하다.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부식에 대해서 비교적 안정된 저항성능을
보이고 있다(서동우, 2016). 본 연구는 자외선에 장기간
노출된 HYB를 대상으로 표면열화 검사, 인장성능 평가 등
의 기초적인 시험과 일반철근, HYB, 자외선에 노출된 HYB
를 대상으로 콘크리트 시편을 제작하여 동결융해실험 후
인발시험을 수행하였다.

저온 및
자외선이 수지
성능에 미치는
영향 문헌분석

2. 연구내용 및 방법
자외선 폭로시험을 통한 HYB 표면의 에폭시 수지 변화
및 HYB의 인장특성 평가를 실시하였다. 일반철근, HYB 및
자외선 폭로된 HYB의 3가지 시편을 동결융해 실시 후 인
발성능 평가를 목료포 한다. 연구항목은 1년 기간에 해당
하는 자외선 폭로 실험을 통한 철근의 표면열화 평가, 자
외선 폭로 전·후의 HYB 및 일반철근의 인장거동 특성 평
가, KS F 2456(동결융해)에 따라 +4 ~ -18℃범위의 온도에
120 및 180 Cycle 노출 전후의 HYB의 인장거동 특성 평가,
KS F 2456(동결융해)에 따라 +4 ~ -18℃범위의 온도에 120
및 180 Cycle 노출 후의 HYB를 포함한 콘크리트 공시체의
부착성능 평가의 4가지로 구분되며 연구내용 및 수행방법
은 Table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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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행 방 법
- 관련 시험규격
- 관련 실험결과 및 보고서 분석

온도 및
자외선이
수지 성능에
미치는 영향
평가

- 광량 340nm, 0.8w/m2으로 1년 치에
해당하는 자외선 노출(50℃,
50R.H.)
- 이후 광학 현미경으로 표면 관찰 및
HYB의 인장특성 평가

동결융해실험

- 일반철근, HYB, 자외선 노출된
HYB에 대해 동결융해 시험 후
외관조사/인장성능 평가/콘크리트
공시체 인발성능 평가

설계자료 구축
및 보고서
작성

- 표면 열화 평가
- 인장성능 평가
- 콘크리트의 인발성능 평가

3.

자외선 및 동결융해에 노출된 철근 및 HYB의
인장거동
3.1 실험개요

일반철근, HYB 및 자외선 폭로시험을 거친 HYB의 인장거
동특성을 평가 분석하였다. 동결융해를 거친 일반철근,
HYB 및 자외선 폭로시험을 거친 HYB에 대해 인장거동특성
을 평가 분석하였다. 인장특성 평가를 위해 각 철근의 길

정 회 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구조융합연구소 전임연구원, 공학박사, E-mail: bckim@kict.re.kr - 발표자
정 회 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구조융합연구소 연구위원, 공학박사
00000.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구조융합연구소 연구위원, 공학박사
정 회 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구조융합연구소 박사후연구원, 공학박사
정 회 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구조융합연구소 박사후연구원, 공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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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200mm로 하였고, 중앙 6cm부분에 변형률계를 붙인 후
데이터 로거를 이용해 각 철근의 변형률을 측정하였다.
상온에서의 일반철근, HYB, 자외선 폭로시험을 거친 HYB
를 Fig. 1에 나타내었따. 변형률계 부착 후 를 붙인 모습
을 그림 3.2에 나타내었다. Fig. 2와 같이 변형률계를 부
착한 후 Fig. 3과 같이 실험대에 설치하였다.

Fig. 4 Freeze-thaw test specimens
2) 자외선 폭로시험

(a) Steel rebar

자외선 폭로시험은 KS M ISO 4892-2에 따라 온도 63±
3℃, 습도 50±5%, 방사조도 0.51 W/m2 @ 340nm의 조건으
로 HYB에 대해 실험을 수행하였다. 자외선 폭로시험은 총
400시간에 걸쳐 실시하였고, 그 이후 동결융해실험을 실
시하였다. HYB는 실험용 시편과 여분의 시편을 고려하여
총 30EA로 설정하였고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에 의
뢰해 실험을 진행하였다.
자외선 폭로시험 전/후의 HYB는 Fig. 5에 비교하였다.
표면에서 묻어남이나 외관 산화 등 에폭시계 재료의 자외
선에 의한 열화는 발생하지 않았다.

(b) HYB

(c) HYB-UV
Fig. 1 Frozen-thaw test specimens

(a) HYB

(b) HYB-UV
Fig. 5 HYB specimens before/after UV expose
3.2 자외선실험을 거친 철근 및 HYB의 인장특성
Fig. 2 Strain gauge

Fig. 3 Bonding test

1) 동결융해실험
동결융해실험은 KS F 2456에 따라 재령 28일의 철근인
발 공시체에 대해 온도를 –18℃~4℃까지 하여 수중 급속
동결융해방법으로 실험을 수행하였다. 목표 Cycle은 120
Cycle과 180 Cycle로 설정하였다. Fig. 4는 동결융해 실험
시편이다.

인장강도 평가는 UTM을 이용하였으며 일반철근, HYB,
자외선 폭로시험을 거친 HYB에 대해 실험을 수행하였다.
HYB는 에폭시 단부처리 시 슬립이 발생하였고, 특히 극한
상태에서의 슬립이 크게 발생하였다. 그러나 모르타르로
단부를 처리한 것과 비교해 보았을 때 인장특성은 큰 차
이를 보이지 않았다. 철근 역시 각각 동결융해를 120
Cycle, 180 Cycle을 진행한 이후 인장특성 평가를 실시하
였다. 일반철근, HYB, 자외선 이후의 HYB를 분류하여 실
험오차가 가장 작은 경우를 평균한 값을 Fig. 6에 도시하
였다.
Fig. 6의 Stress-Strain 그래프에서 알 수 있듯이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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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Tensile property of each specimen at cycle 0
(a) reinforced bar
으며, 300 Cycle에서 인장강도가 약 10%정도 감소한 연구
가 있다(최기선 등, 2006).
본 연구에서는 180 Cycle 까지 실험이 수행되었으며,
내부의 철근이 주된 역할을 하므로 강도 감소 등의 영향
은 미비할 것으로 판단된다.
Fig. 7은 각 철근의 동결융해 0 Cycle에서의 응력-변형
률을 나타내었다. 일반철근은 항복강도가 약 450MPa, 파
괴강도가 약 520MPa수준으로 측정되었다. HYB와 자외선
폭로시험을 거친 HYB의 항복은 약 360MPa로 측정되었으나
HYB의 인장경화특성으로 인해 파괴시의 강도는 약 590MPa
수준으로 측정되었다. 자외선 폭로시험을 거친 HYB는 폭
로시험을 거치지 않은 HYB와 거의 동일한 인장거동을 보
여 자외선 폭로가 HYB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HYB
를 코팅하고 있는 에폭시는 자외선에 장기간 노출되면
Chalking현상 등 여러 열화가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으나
HYB는 규사코팅이 되어있기 때문에 자외선 노출에 인한
영향이 감소되었다고 판단된다.

(b) HYB

3.3 자외선 및 동결융해에 노출된 철근 및 HYB를 가
진 콘크리트의 인발거동

(c) HYB-UV
Fig. 6 Tensile properties evaluation

철근에서 동결융해 Cycle이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인장특
성이 거의 변화가 없음이 비슷한 경향이 나타난다. 그 중
각 철근에서 180 Cycle의 인장특성이 조금은 달라지는데
게이지의 온도보정을 고려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실험
시의 무시할 만한 수준이라고 평가된다. 기존 연구에 따
르면, 기건동결-수중융해 조건에 노출된 유리섬유쉬트의
인장강도는 200 Cycle까지는 인장강도 변화가 거의 없었

인발시험은 일반철근, HYB, 자외선 폭로시험을 거친
HYB를 정착한 공시체에 대해 동결융해 0Cycle, 120Cycle,
180Cycle 총 3가지의 경우에 대해 실험을 실시하였다. 인
발특성 시험을 위해 특수 제작된 강재프레임을 이용하였
다. 실험 간 프레임과 마주치는 콘크리트 면에 대해 국부
적인 편심이 생길 수 있으므로 고무판을 이용해 편심을
최소화 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우선 각각의 철근에 대해 동결융해 Cycle이 진행됨에
따라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지 비교·분석하였다. Table 2
에 각 철근을 사용한 공시체에 대한 인발특성 시험 결과
를 나타내었고, Fig. 8에 결과를 도시하였다. 여기서 Nor
은 일반철근을, FRP는 HYB를, FRP-UV는 자외선 폭로시험
을 거친 HYB를 가진 공시체를 의미한다.
3가지 경우 모두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고, 동결융해
Cycle이 진행됨에도 불구하고 0 Cycle의 인발강도와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HYB와 자외선 폭로시험을 거친
HYB 공시체에서는 24±1kN 수준의 인발강도가 측정되었
다. 그리고 HYB를 사용한 공시체에서는 일반철근을 사용
한 공시체의 약 106%수준의 개선된 인발강도를 나타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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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

본 실험에서는 자외선 폭로에 의한 영향이나 동결융해
에 따른 영향은 HYB의 철근 인장특성, 부착강도에 큰 영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동결융해를
거친 HYB를 대상으로 한 촉진 부식 및 부착력 평가에 대
한 추가적인 연구도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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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착실험에 의한 FRP Hybrid Bar의 부착성능 평가
Evaluation of Bond Performance for FRP Hybrid Bar by Pull-out Test
박 준 석* · 박 기 태** · 유 영 준*** · 김 병 철**** · 서 동 우*****
Park, Joon-Seok · Park, Ki-Tae · You, Young-Jun · Kim, Byeong-Cheol · Seo, Dong-Woo
ABSTRACT

GFRP(Glass Fiber Reinforced Polymer Plastic) has a superior corrosion resistance, high specific strength/stiffness, etc.
Therefore, such properties can be used to mitigate the problems associated with the use of conventional construction
materials. In this study, the various rib and pitch distance of hybrid fiber GFRP bars were evaluated by experimental
method. From the test result, thirty two types of FRP hybrid bars such as spiral type with the dimension of rib
geometry were fabricated. To evaluate the bond properties of them, direct pull-out test was performed. All testing
procedures including specimen preparation, set-up of test equipment and measuring devices were made in accordance
with the recommendations of ASTM D 7913. From the test results, it was found that cross type hybrid GFRP
reinforcing bars showed the highest bond strength than that of the others due to the higher relative rib area.
Key W ords: FRP hybrid bar, GFRP, Pull-out test, Bond strength

1. 서

론

부식환경에서 불리한 조건을 갖는 기존의 철근을 대체하
고 고내구성을 확보하기 위해 GFRP(Glass Fiber Reinforced
Polymer Plastic)를 보강재로 활용하기 위한 연구가 활발
히 진행되고 있다.
이 연구는 구조적 성능과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 최적
화된 FRP Hybrid Bar를 개발하는 단계의 일부로서 기존의
이형철근과 GFRP를 결합하고 콘크리트와 부착성능을 극대
화하기 위해 규사코팅을 최외부에 코팅하여 부착성능을 비
교하고 평가하고자 한다.

Fig. 2 Modified braidtrusion process

(a) Fiber impregnation (b) Passing through the nozzle

(c) Coated form

Fig. 1 Cross-sectional Shape of FRP Hybrid Bar
(Seo et al. 2016)

Fig. 3 Step-by-step Production Process

2. FRP Hybrid Bar의 제작
FRP Hybrid Bar의 제작 개요는 Fig. 2에 나타내었으며,
제작순서는 Fig.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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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융합연구소

(d) Curing Process

Fig. 3에 나타낸 바와 같이 먼저 유리섬유를 수지에 함침
시키고, 함침된 섬유를 노즐에 통과시켜 심재(이형철근)를
감싸면서 기본적인 FRP Hybrid Bar를 형성한다. 노즐을 통과
한 심재의 외부에 돌기사를 감아 돌기를 형성하고, 피복 섬
유의 배향각을 약 60∘로 직조하여 피복을 구성한다. 피복된
FRP Hybrid Bar는 열관에서 90~110℃의 온도로 경화시켜 최
종적인 FRP Hybrid Bar를 제작하게 된다(You et al, 2015).

박사후연구원, E-mail: joonseokpark@kict.re.kr - 발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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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FRP Hybrid Bar의 부착시험
2.1 시험 개요
FRP Hybrid Bar에 대한 부착강도시험은 ASTM D 7913 을
참고하여 수행하였다. 또한 수행된 시험결과와 기존 이형
철근의 부착시험 결과를 비교 및 분석하였다.
FRP Hybrid Bar에 대한 부착성능 평가시험에 사용된 시
편은 비교대상인 일반 이형철근 D13, D16, D19, D22의 각
각 3개씩 총 12개와 각 변수에 따른 FRP Hybrid Bar 112개
를 사용하였으며, 시험변수는 이형철근의 직경, 피치간
격, 합사 수, 규사직경, 부착길이를 Fig. 4와 같이 정하
였다.

철근 D16에 비해 94% 수준의 부착강도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FRP Hybrid Bar D16은 이형철근 D19에
비해 102% 수준의 부착강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규사코팅에 의한 부착강도 증진효과가 탁월한 것으
로 판단된다.
직경에 따른 부착강도는 직경이 증가할수록 부착강도가
낮아지는 일반적인 경향을 나타내었다. 단, 이형철근 D22
의 경우, 부착강도가 19.5MPa로 크게 나타났으나 이는 파
괴모드가 보강근 뽑힘파괴(pull-out)가 아닌 콘크리트 쪼
갬파괴(concrete splitting)로서 pull-out 파괴보다 상대
적으로 큰 하중에서 파괴되었기 때문으로 분석되었다.

Fig. 4 Variables of Bond Strength Test

Fig. 6 Comparison of Test Results

2.2 시험 결과

4.

FRP Hybrid Bar의 시험 변수에 대한 결과는 Fig. 5와
Fig. 6에 정리하여 나타내었다.
시험결과 시편의 90% 정도가 Pull-out 파괴모드를 나타
냈다. 각 직경별로 최대 부착강도는 Fig. 5에 정리하여
나타내었다. Fig.5에서 전반적으로 합사수, Pitch, 규사
직경에 상관없이 직경이 증가함에 따라 부착강도가 낮아
지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단, 직경에 따른 부착강도의 직
접적인 비교는 합사수, Pitch, 규사직경 등의 고정변수
종류가 제한적으로 적용되었기 때문에 직경 크기에 따른
전반적인 분석만 가능하다.

결 론

이 연구에서는 부식환경 및 기존의 강재 보강근의 단점을
보완하고자 FRP Hybrid Bar를 개발하였고, 개발된 FRP
Hybrid Bar의 부착성능을 검증하기 위해 여러 변수를 고려하
여 콘크리트와 부착시험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FRP Hybrid
Bar의 표면에 규사를 코팅하는 경우, 부착강도는 D16의 FRP
Hybrid Bar는 D19 이형철근의 부착강도의 102% 이상 수준으
로 나타났다. 따라서, FRP Hybrid Bar는 sand coating에 의
한 부착강도 증진효과가 탁월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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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신소재 원뿔형 캔틸레버보의 고유진동수에 대한 영향
The Effect of Natural Frequency of the Cantilevered Advanced
Composite Materials Conical Beams
한 봉 구* · 김동우** · 백승남***
Han, Bong-Koo · Kim, Dong-Woo · Baek, Seong-Nam
ABSTRACT
In this paper, the method of vibration analysis for calculating the natural frequency is presented. This method is a
simple but exact method of calculating natural frequencies corresponding to the modes of vibration for the cantilevered
composite materials conical beam. The influence of natural frequency of the cantilevered composite materials conical
beam is presented. This method may be extended to stability analysis of complex structureal elements.
Key W ords: natural frequencies, advanced composite materials, vibration analysis, conical beam

1. Introduction
A method of calculating the natural frequency
corresponding to the first mode of vibration of some
structural members with conical section is presented
herein. This method consists of determining the mode
shape by means of successive approximations of
iteration and of calculating the natural period
corresponding to this method, however, is different
from the one usually called "the method of successive
approximations."

where (i,j) denotes the point under consideration.
This is absolutely arbitrary but educated guessing is
good for accel erating convergence. The dynamic force
corresponding to this amplitude is
    mij  ij    wij 

(3)

The “new” deflection caused by this force is a
function of  and can be expressed as

2. Method of Analysis
A natural frequency of structure is the frequency
under which the deflected mode shape corresponding to
this frequency begin to diverge under the resonance
condition. If the mode shape, as determined by a
process of successive approximations of interaction,
is sufficiently accurate, then the relative
deflections will remain unchanged under the inertia
force related with this natural frequency.
Considering only the first mode as a start, the
deflection shape of a structural member can be
expressed as
w       sin

kl

∆ijklmklij 

  

 wkl 

(4)

where △ is the deflection influence surface.
To illustrate the significant role of the influence
coefficients, consider a cantilevered conical beam.
The ‘exact’ formula of natural period of vibration
by Kirchhoff is available as

   




 



(5)



(1)

The magnitudes of the maximum deflection at a
certain number of points are arbitrarily given as
   

wij    fmklij     wkl 

where  is the unit weight, and  and  are
the cross-sectional area and the moment of inertia at
the supported base of the cone, respectively.

(2)

3. Numerical Examp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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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a numerical example, a cantilevered composite
materials conical beam is considered. The diameter of
the base of the cone, , is increased from  to
 with the increment of  to see the generality
of the phenomenon. Each cone is segmented first by
five point and by ten points for the next. Some of the


influence coefficient, , where the superscript, ,
indicates the case number in Fig.1, are shown in Table
1. The  are inversely proportional to the square

For practical design purposes, it is desirable to
simplify the vibration analysis procedure. One of the
methods is to neglect the weight of the beam.
In this paper, The influence of natural frequency
of the cantilevered composite materials conical beam
is presented. Many practicing engineers get confused
on such relations. It is hoped that this paper gives
some guideline to such practicing engineers.



root of s ;

0 .2 5
0 .2 4
k

   ≒ 

0 .2 3
0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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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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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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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1 8
0 .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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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EI/(mL )











≒





0 .1 6
0 .1 5
0 .1 4
0 .1 3

Because of complexity of the geometry or loading
condition,
no‘exact’theory is
available
for
vibration analysis of most of the practical design
problems. Such problems can be solved with relative
ease by this method. If the accuracy of the influence
coefficients is in question because of the complexity
of geometry and of the mass distribution, the number
of finite elements to obtain these coefficients can be
changed and by Schwarz’s inequality the range in
which the exact solution lies can be found.

0 .1 2
0 .1 1
0 .1 0
0 .0 9
0 .0 8
0 .0 7
0 .0 6
0 .0 5
0 .0 2 L

D

Case 1

Case 2

Case 3

1, 5

×

 ×

×

2, 5

×

 ×

×

3, 5



×



 ×



×

4, 5

×

 ×

×

5, 5

×

 ×

×

0 .0 6 L

0 .0 8 L

0 .1 0 L

DB

Table 1. Influence coefficients of a conical b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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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Analysis of cantilevered conical bea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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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CNT 시멘트 모르타르의 발열 특성 실험
An Experiment of Heat Characteristics of the SWCNT Cement Mortar
김 종 원* · 송 영 민** · 이 희 영*** · 정 원 석****
Kim, Jong-Won · Song, Young-Min · Lee, Hee-Young · Chung, Won-Seok
ABSTRACT
Recently, functionalization of construction materials using nano materials is being studied in domestic and overseas. In
this study, functionalization of cement composites using excellent mechanical characteristics, electrical and thermal
conductivity characteristics was carried out. The basic study on the heat characteristics of cement mortar containing
Single-walled Carbon Nano Tube(SWCNT), one of the CNT types, has been carried out and this study is aimed to verify
whether heat characteristics is effective at low content mixing. The experimental parameters were selected as CNT
content, curing age, and supplied voltage. The size of specimens was 50 x 50 x 50mm3 and three specimens were
fabricated. As a result, heat characteristics of the SWCNT cement mortar was confirmed even at a low CNT content. As
the curing progressed, it was confirmed that heat generation effect was low. But it was confirmed that the heat
characteristics were sufficiently exhibited when 100V or more voltage was supplied.
Key W ords: Nano, Cement Composites, CNT, SW CNT, Electrical Conductivity, Heat Characteristics

1. 서

론

2.

최근 국내외에서 나노 재료를 활용한 건설재료의 기능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탄소 동소체 나노
재료인 Carbon Nano Tube(이하 CNT)를 시멘트에 혼입하였
다. 시멘트계열 재료에 CNT를 혼입할 경우에는 역학적 강
도를 향상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부도체인 시멘트 재료
를 도체적 성질을 가지도록 성능을 변화시킬 수 있다. 발
열 효과는 도체적 성질을 이용하여 전기를 공급할 경우 내
부 저항에 의해 발생한다. 발열 특성은 콘크리트 타설 후
에 양생을 촉진시킬 수 있으며, 콘크리트 표면 온도를 증
가시켜 융설 기능을 발현시키는데 활용할 수 있다.
CNT는 튜브 내부 탄소 벽의 개수에 따라서 단일벽인
Single-walled Carbon Nano Tube(이하 SWCNT)와 다중벽인
Multi-walled Carbon Nano Tube(이하 MWCNT)로 구분된다.
SWCNT와 MWCNT 모두 우수한 전기전도성과 열전도성을 갖고
있으며 SWCNT가 MWCNT보다 더 우수한 역학적, 물리적 특성
을 갖는다. 현재 SWCNT는 제작 기술이 어려워 대량생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MWCNT에 비해 가격이 비싼 편이다. 하
지만 기술 개발이 진행됨에 따라 SWCNT의 대량생산이 가능
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SWCNT는 MWCNT와 마찬가지로
확대 적용이 가능하고 산업적 가치 또한 높아질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SWCNT 시멘트 모르타르의 발열 특성에 대한
기초 연구를 진행하였고 경제성을 고려하여 저농도 혼합
시에도 발열 특성이 나타나는지 파악하고자 한다.

실험 과정 및 방법

2.1 실험 개요
본 실험은 SWCNT 함량, 재령일, 공급 전압을 매개변수
로 SWCNT 시멘트 모르타르 시편을 제작하였다. Table 1은
SWCNT 시멘트 모르타르 발열 실험의 매개변수이다. 제작
방법에 따라 두 개의 Group으로 나누었다. Group #1은 대
조군으로써 일반 시멘트 모르타르이며, Group #2는 SWCNT
수용액 시멘트 모르타르이다. SWCNT의 함량은 현재 제작
가능한 SWCNT 수용액의 농도에 맞추어 0.0625wt%와
0.125wt%(시멘트 무게 대비)로 선정하였다. 제작 시편의
재령일은 7일과 28일로 분류하고, 공급전압은 50V와 100V
로 구분하였다. 본 실험에서는 시멘트 모르타르의 압축강
도 시험과 동일한 크기의 시편을 3개씩 제작하였다. 발열
에 따른 내부 온도의 변화는 3개 시편에 대한 평균값으로
산정하였다.
각 시편명의 첫 번째 글자는 사용한 물질을 나타낸다.
'OPC'는 일반 시멘트 모르타르를 의미하고, 'SW'는 SWCNT
를 의미한다. 시편명의 두 번째 글자는 CNT 함량으로
'0625', '125'는 CNT의 시멘트 무게대비 함량인
0.0625wt%, 0.125wt%를 각각 의미한다. 네 번째 글자는 재
령일을 나타내며, 마지막 글자는 공급전압을 나타낸다.
2.2 실험체 제작 과정
실험에 사용하는 시편은 압축강도 시험방법인 ASTM
C109와 KS L 5105에 제시된 방법에 따라 제작하였다.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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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The parameters of SWCNT cement mortar heating tests
Production method
Group #1

Group #2

Specimen name

CNT content(wt%)

OPC-7-50V
OPC-7-100V
OPC-28-50V
OPC-28-100V
SW-0625-7-50V
SW-0625-7-100V
SW-0625-28-50V
SW-0625-28-100V
SW-125-7-50V
SW-125-7-100V
SW-125-28-50V
SW-125-28-100V

Supplied voltage(V)

7
28
7
0.0625
28
7
0.125
28

편의 규격은 50 x 50 x 50 mm3의 정육면체이고, 물/시멘트
비 0.5, 모래/시멘트 비 2.5로 고정하였다.
Fig. 1은 완성된 시편의 모습이며 실험체 제작 과정은
다음과 같다. 시편 제작 시 사용된 시멘트는 1종 보통 포
틀랜드 시멘트이고, 모래는 주문진 표준사를 사용했다.
시멘트와 모래를 혼합기로 2분 동안 건비빔하고, 일반 시
멘트 모르타르의 경우에는 수돗물을, SWCNT 시멘트 모르
타르의 경우에는 SWCNT 수용액을 첨가하여 2분 동안 혼합
하였다. 시멘트 모르타르 혼합물을 모르타르 틀 절반만큼
을 채우고 다짐을 실시한 후, 전기 공급을 위해서 시편
내부에 10mm간격으로 Steel Mesh 2개를 삽입하였다. Steel
Mesh의 규격은 50 x 70 mm2이다. 남은 공간을 혼합물로 채
우고 다짐을 실시한다. 온도 측정을 위하여 시편 중심부
에 Thermal Couple을 관입하였다. Thermal Couple은
T-Type으로 선 한쪽을 10mm로 동일하게 자른 후 납땜하여
일정한 크기로 제작하였다. 시편 제작 완료 후 Steel Mesh
와 Thermal Couple 주위에 공극이 생기지 않도록 하였다.
제작 된 시편은 24시간 동안 항온·항습기에서 보관 후
탈형하였다. 탈형한 시편은 각각 재령일에 맞춰 저장용
수조에서 수중 양생을 실시하였다. 시편 내부에 남아있는
수분은 실험 결과에 큰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작용하므로
수중 양생이 완료된 후에는 발열 실험을 위하여 완전 건
조시켰다.
2.3

Curing age(days)

50V
100V
50V
100V
50V
100V
50V
100V
50V
100V
50V
100V

Fig. 1 Test specimen

실험 방법

SWCNT 시멘트 모르타르 발열 실험에 앞서 각 매개변수
별 시편을 절연 고무판 위에 설치하였다(Fig. 2). 시편에
설치한 Steel Mesh에 Power Supply를 연결하고, Voltage를
조절하여 각 시편에 전기를 공급하였다. 시편 중심부에
관입한 Thermal Couple은 Data Logger에 연결하였고, 측정
온도 결과값은 Data Logger와 연결된 컴퓨터를 통하여 측
정하였다.

3. 실험 결과
본 연구에서 수행한 SWCNT 시멘트 모르타르의 발열 실

Fig. 2 Specimen installation
험 결과는 Table 2와 같다. 7일 재령 시 공급전압에 따른
온도 변화는 Fig. 3에 제시하였고 28일 재령 시 공급전압
에 따른 온도 변화는 Fig. 4에 제시하였다. SWCNT 시멘트
모르타르의 온도 변화는 CNT의 함량, 재령일, 공급전압에
관계없이 일반 시멘트 모르타르의 온도 변화보다 높게 측
정된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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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Results of SWCNT cement mortar heating tests
Specimen name

Temperature variation (℃)

OPC-7-50V

1.4

OPC-7-100V

11.0

OPC-28-50V

0.5

OPC-28-100V

1.1

SW-0625-7-50V

34.3

SW-0625-7-100V

59.1

SW-0625-28-50V

3.4

SW-0625-28-100V

56.8

SW-125-7-50V

66.2

SW-125-7-100V

70.6

SW-125-28-50V

5.0

SW-125-28-100V

65.3

Fig. 3 Temperature variations for 7days curing with
changes in supplied voltage

Fig. 3은 일반 시멘트 모르타르와 함량별 SWCNT 시멘트
모르타르의 재령 7일 시 공급 전압에 따른 온도 변화이
다. 일반 시멘트 모르타르는 재령 7일 시 양생이 완료되
지 않아 부분적으로 발열 특성이 발현되어 50V 공급 시
1.4℃, 100V 공급 시 11℃가 상승하였다. SWCNT 시멘트 모
르타르는 50V 전압 공급 시 0.125wt% 시편의 온도 상승이
0.0625wt% 시편의 온도 상승보다 약 93.0% 높게 나타났다.
100V 공급 시 0.125wt% 시편의 온도 상승은 0.0625wt% 시
편의 온도 상승보다 약 19.5% 높게 나타났다.
Fig. 4는 28일 재령 시 공급 전압에 따른 온도 변화이
다. 28일 재령 시 양생이 충분히 진행됨에 따라 발열 특
성의 효과가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50V 공급 시
에는 모든 시편에서 온도 변화가 크게 나타나지 않았지만
100V 공급 시에는 발열 특성이 충분히 나타나는 것을 확
인하였다. 100V 공급 시 0.125wt% 시편의 온도 상승은
0.0625wt% 시편의 온도 상승보다 약 15.0%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효과적인 발열 특성을 위해서는 100V 이상의 전압
을 공급해야 한다고 판단된다.

4. 결

Fig. 4 Temperature variations for 28days curing with
changes in supplied voltage
다. 그러나 100V 전압 공급 시 재령 7일과 28일의
온도 상승 결과가 비슷하게 나타난 것 확인하였다.
양생이 충분히 진행된 후에는 100V 이상의 전압 공
급 시 SWCNT 시멘트 모르타르의 발열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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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

본 연구는 SWCNT를 시멘트에 혼입하여 시멘트 모르타르
의 발열 특성에 따른 온도 변화를 측정하였다. 매개변수
별 실험 결과를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SWCNT 시멘트 모르타르는 저농도의 CNT 함량으로도
발열 특성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함
량 0.125wt% 시편의 발열 효과가 0.0625wt% 시편의
발열 효과보다 크게 나타났다. 추후 실험을 통해 저
농도 혼합 시 발열 특성이 효과적으로 나타나는 적
정 함량을 도출해야 할 것이라고 판단된다.
2. 양생이 진행됨에 따라 SWCNT 시멘트 모르타르의 발
열 특성이 낮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시멘트
모르타르 내부에서 수화반응이 진행되어 양생 초기
에 비해 발열 효과가 낮게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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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접접합된 강골조 접합부의 거동
Behavior of Steel Frame Joint with Welding Part
권 민 호* · 김 진 섭** · 임 정 희***
Kwon, Min-Ho · Kim, Jin-Sup · Lim, Jeong-Hee
ABSTRACT
Two steel-frame joint specimens with welding joint parts were constructed and evaluated. Two types of displacement
load, monotonic and cyclic, were used to evaluate the steel-frame joint specimens. According to the experimental results,
the maximum moment of the cyclic test results was 80% smaller than that of the monotonic test results. Local buckling
was observed in the compression area of the H-beam flange. A finite element analysis model based on the experimental
results was proposed to analyze the steel-frame joint specimens. The numerical results predicted the experimental behavior
of the steel-frame joint specimens well. Therefore, it is possible to use the proposed finite element analysis model to
evaluate middle- and low-rise steel-frame buildings constructed in South Korea.
Key W ords: Steel frame joint, W elding joint, M onotonic test, Cyclic test

1. 서

론

국내에 건설 된 중∙저층 구조물에 사용되는 강골조구조
물의 경우 접합부는 한국의 표준 강구조 접합부 기준에
따라 설계된다. 강구조 표준 접합부 기준에는 용접접합과
볼트접합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중∙저층 강골조
구조물에 대한 유한요소 수치해석 모델을 활용한 거동평
가가 필요하다(Lim et al., 2015).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중∙저층 강골조 구조물에 적용된
용접접합부에 대한 유한요소 수치해석 모델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용접접합이 적용된 강골조 접합부 시험체를 제작
하여 실험평가를 수행하였다. 실험에서는 단조하중과 반
복하중에 대하여 강골조 접합부 시험체의 거동을 평가하
였으며, 위험단면에서의 거동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3차원 유한요소 수치해석 모델을 제안하
고, 실험결과와 변형형상 및 거동특성을 비교하여 제안된
유한요소 수치해석모델의 신뢰성을 검토하였다.

시험체의 단면 2차 모멘트(Ix) 비는 3.2로 설계되었다.
강골조 접합부 시험체 기둥에 사용된 단면부재는 H-194×
150×6×9×13이고, 보에 사용된 단면부재는 H-125×125×
6.5×9×10이다.
강골조 접합부 시험체의 접합부 형식은 한국의 표준 강구
조 접합부의 기준을 참고하여 용접접합을 사용하였다. Fig.
1은 본 연구에 사용된 강골조 접합부 시험체의 상세도이다.
보-기둥 접합부에는 스티프너를 사용하여 보강하였다.

2. 강골조 접합부 시험체
강골조 접합부 시험체는 현재 사용 중인 강골조 구조물
을 참고하여 제작하였다. 우선, 본 연구에 적합한 중.저
층 구조물을 선정하고, 실험에 적합한 규모를 가진 강구
조를 선정하였다. 실제 구조물의 경우 실험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일정 비율로 축소하여 강골조 접합부 시험
체를 설계 하였다.
H-Beam의 단면 설계는 대상 구조물의 기둥부재에 대한
보부재의 단면 2차 모멘트(Ix)의 비를 기준으로 하였다.
원 구조물의 비와 근접한 비를 나타내도록 강골조 접합부
시험체 부재를 설계하였다. 축소 설계된 강골조 접합부

Fig. 1 Steel joint specimen

3.

실험장치 설계 및 가력방법

강골조 접합부 시험체의 실험을 위한 실험장치는 경상

* 정회원․ 경상대학교 공과대학 토목공학과 교수, E-mail: kwonm@gnu.ac.kr
** 정회원․ 경상대학교 공과대학 토목공학과 조교수, E-mail: jinsup.kim@gnu.ac.kr
*** 정회원․ 경상대학교 공과대학 토목공학과 박사과정, E-mail: jung5095@gmail.com - 발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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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토목공학과 구조실험실에 설치된 엑츄에이터와 구
조실험용 가력프레임을 이용하여 구성하였다. 실험장치의
설치 및 가력 계획은 Fig. 3과 같다. 강골조 접합부 시험
체의 설치는 실제 구조물의 거동양상을 고려하기 위하여
강골조 접합부 시험체의 보-기둥 접합부의 중심에서
750mm의 거리에 직경 50mm의 환봉을 두어 힌지지점으로
거동하게 하였다. 이 때 지지점의 거리는 보의 단면높이
의 약 5배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상단에 강골조 접합부
시험체의 상하거동을 방지 하기 위한 고정핀을 사용하였
다. 엑츄에이터는 강골조 접합부 시험체의 접합부 중심으
로부터 863mm의 거리에 중심이 위치하도록 설치하였다.
강골조 접합부 시험체에 대한 변위는 엑츄에이터에 내장
된 LVDT를 통하여 가력변위를 측정하였고, 이를 통하여 하
중가력계획에 따라서 실험을 수행하였다. 그리고 중요 지
점의 처짐각을 측정하기 위하여 액츄에이터의 하중 작용점
의 중심과 강골조 접합부 시험체 접합부의 패널존 중심 그
리고 접합부에서 28mm떨어진 지점에 경사계(inclinometer)
를 부착하였다. 강골조 접합부 시험체의 위험단면 부위의
거동을 관찰하기 위하여 보의 하면에 스트레인 게이지를
부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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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Loading protocol

4.

실험결과 및 분석

4.1 모멘트-회전각
Fig. 4는 강골조 접합부 시험체의 단조하중(MONO)과 반
복하중(CYCLE) 작용에 대한 모멘트-회전각 곡선이다. 단
조하중실험의 최대모멘트가 반복하중 실험결과의 최대모
멘트보다 크게 발생하였다. 또한 반복하중실험의 경우 최
대 회전각이 단조하중실험의 경우보다 작게 발생하였다.
단조하중실험의 경우 최대모멘트 발생후 연성적 거동을
나타내고 있으나, 반복하중실험결과의 경우 연성거동을
보이지 않고 있다.

Fig. 2 Test setup
실험은 변위제어방법으로 일정한 속도로 변위를 증가시
키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본 실험에서는 변위를 한쪽방향
(아래방향, (+))으로만 실험을 한 경우(MONO)와, 초기에
±5, ±10, ±15, ±20으로 5mm씩 증가 시키고, 이후로는
10mm씩 변위를 증가시키는 방법(CYCLE)의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였다. CYCLE 방법의 각 반복 변위는 두 번씩 반복하
였다. (Kwon et al., 2015, Kim et al., 2015) 강골조 접합
부 시험체의 하중 재하 이력곡선을 Fig.2에 나타내었다.

Fig. 4 Moment-rotation angle relationship
단조하중을 사용한 강골조 접합부 시험체는 처짐각
7.72°에서 최대모멘트 79.4 kN·m으로 나타났다. 반복하중
을 사용한 강골조 접합부 시험체의 경우 완만한 곡선으로
모멘트-처짐각 관계를 보였으며, 최대 모멘트는 정방향
(Down)에서 처짐각 5.60°에서 62.0kN·m, 부방향(Up)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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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짐각 5.68°에서 69.2 kN·m으로 나타났다. 강골조 접합
부 시험체의 실험결과는 Table 1 에 정리하였다.
Table 1. Experiemental test results
Specimen

Max. Moment
(kN⋅m)

Rotation Angle
(degree)

Mono
Cycle

79.4

7.72

Down

62.0

5.60

Up

69.2

5.68

하중종류에 따른 강도감소와 회전각 감소를 비교하였
다. 비교결과는 Table 2에 정리하였다. 반복하중을 받는
CYCLE 시험체는 항복점이 특정되지 않으며, 최대모멘트는
단조하중을 받는 MONO 시험체에 대해서 약 82.6%로 감소
한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곡선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파괴점의 회전각 또한 약 73%로 감소하는 것으로 관
찰되었다. 두 시험체 모두 최종적으로 용접접합부에서 파
괴가 발생하였으므로, 용접 접합부의 경우 반복하중을 받
게 되면 단조하중을 받게 되는 경우의 약 80% 정도로 적
은 강도를 갖게 되고 용접부의 피로 파괴로 인하여 최대
변위가 약 30% 감소함을 확인하였다.

(a) Mono

Fig. 5 Final deformation shape of steel joint speci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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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omparison results of experimental test results
Ave. of
Max.
Moment
(kN⋅m)

(b) Cy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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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변형형상
강골조 접합부 시험체의 최종 변형형상은 Fig. 5와 같
다. 단조하중을 가력한 강골조 접합부 시험체의 경우 보
의 위험단면 하부 플랜지의 변형이 크게 발생하였다. 반
복하중을 가력한 강골조 접합부 시험체의 경우 위험단면
의 상∙하부 플랜지에 변형이 크게 발생하였다. 최종파괴
는 단조하중 시험체의 경우 상부 플랜지 용접접합부의 파
단이 발생하였고, 반복하중 시험체의 경우도 하부 플랜지
의 용접접합부의 파단이 발생하였다.
Fig. 6은 보의 보의 상∙하부 플랜지 단면에 설치한 스
트레인 게이지로부터 측정된 변형률 데이터를 사용한 변
형률-회전각 그래프를 나타내고 있다. 단조하중 시험체의
경우, 회전각이 약 6°일 때 항복이 발생하였으며, 최종
적으로 하부 플랜지의 압축변형이 상부 플랜지의 인장변
형보다 약 2배 정도 크게 발생하였다. 반복하중를 가력한
시험체의 경우도 상∙하부 플랜지의 거동이 압축거동이 지
배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인장측 항복보다는 압축측
항복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강골조부재
인 H 형강의 플랜지가 인장거동에서는 안정하지만 압축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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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Strain-rotation angle relationship
동에서는 플랜지의 국부좌굴 등의 발생으로 변형이 크게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강골조 접합부의 용접접합에 대한 실험
평가를 수행하였다. 실험결과 반복하중실험의 최대모멘트
는 단조하중 실험의 최대 모멘트의 80%정도로 나타났다.
강골조 접합부의 거동은 압축거동에서의 플랜지 국부좌굴
이 지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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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골조 구조물의 보강을 위한 FRP 패널의 수치해석
Numerical Analysis of FRP Panel in Steel Frame Structure
권 민 호* · 김 진 섭** · 임 정 희***
Kwon, Min-Ho · Kim, Jin-Sup · Lim, Jeong-Hee
ABSTRACT
Numerical behavior of FRP(Fiber Reinforced Polymer) panel in steel frame structure was evaluated through the finite
element analysis in this study. In order to numerical analysis, a experimental test results was used to develop a three
dimensional finite element model of steel frame specimen. Numerical results of the steel frame specimen was well
predicted the experimental behavior of steel frame specimen. Based on the developed three dimensional finite element
model of steel frame specimen, the behavior of FRP panel in the steel frame specimen was evaluated. From the
numerical analysis results, strength of the steel frame specimen with FRP panel was governed by FRP panel. Also,
diagonal compression behavior governed the FRP panel in the steel frame specimen in the numerical analysis results.
Key W ords: FRP panel, Steel frame, numerical analysis

1. 서

론

복합재료(Fiber Reinforced Polymer, FRP)는 다른 두
종 이상의 재료를 복합 및 조화시켜 만들어진 것으로, 단
일재료에 없는 강도 특성을 발휘할 수 있게 만든 것을 말
한다. 이러한 복합재료(FRP)는 중량이 가벼우면서도 강도
가 큰 장점을 가지고 있고, FRP와 같은 복합재료 보강재
의 경우 타 보강재에 비해 내구성이 우수하며 설계 및 시
공여건에 큰 제약 없다는 장점이 있다(Kim et al., 2013,
Jung, 2005).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강골조 구조물에 적용할 복합재
료 패널의 거동을 평가하기 위한 수치해석 모델링을 개발
하고자 하였다. 수치해석 모델의 개발을 위하여 강골조
구조물에 대한 실험적 평가결과를 활용하였고, 실험결과
를 바탕으로 강골조 구조물의 3차원 수치해석 모델을 검
증하였다. 검증된 3차원 강골조 구조물 모델을 사용하여,
강골조 프레임의 강성 및 강도 보강을 위한 복합재료 내
력패널의 설계를 위한 수치적 평가를 수행하고자 하였다.
복합재료 패널부의 응력 분포를 분석하여 추후 내력패널
의 최적 설계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구조용 해석프로그램인 ABAQUS를 사용하였다(ABAQUS, 2011).
Fig. 1은 수치해석을 위한 강골조 시험체의 3차원 유한
요소 모델링이다. FRP 복합재료 패널을 두께가 있는 판넬
형으로 가정하였으며, FRP 복합재료 패널과 강골조 시험
체와의 경계부에는 컨택요소를 사용하였고, 실제 거동을
가정하여 FRP 복합재료 패널의 횡방향 경계조건을 설정하
였다.

2. FRP 패널의 거동평가를 위한 수치해석
실험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강골조 시험체에 대한 유한
요소 해석모델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제안된 강골조 시험
체 유한요소 해석모델을 이용하여 FRP 복합재료 팬널의
보강 설계에 활용하고자 하였다. 강골조 시험체 유한요소
해석모델의 개발을 위하여 실제 실험에 사용된 강골조 시
험체의 보와 기둥단면 정보를 최대한 반영하고자 하였다.
강골조 시험체의 유한요소 해석모델 제안을 위하여 상용

Fig. 1 Finite element modeling
강골조 시험체의 유한요소 해석을 위하여 실제 재료물
성치를 해석에 사용하였다. 강재의 재료구성모델은 탄성
영역과 소성영역이 고려된 비선형 모델을 사용 하였으며,
FRP 복합재료의 경우 실제 거동과 같이 파단과 동시에 파
괴가 발생하는 재료구성모델을 사용하였다(Kim et al.,
2013). 강재의 재료구성모델은 초기강성 및 항복이후의

* 정회원․ 경상대학교 공과대학 토목공학과 교수, E-mail: kwonm@gnu.ac.kr
** 정회원․ 경상대학교 공과대학 토목공학과 조교수, E-mail: jinsup.kim@gnu.ac.kr
*** 정회원․ 경상대학교 공과대학 토목공학과 박사과정, E-mail: jung509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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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성강성을 갖는 두 개의 기울기를 가지는 직선으로 고려
되며, 적층된 FRP 복합재료의 경우 최대강도, 초기강성
그리고 파단강도만으로 고려되었다.

3. 해석결과 및 분석
FRP 복합재료 패널의 거동평가를 위하여, 강골조 시험
체에 대한 유한요소 해석모델을 검증하였다. 유한요소 해
석을 통하여 강골조 시험체를 해석하였으며, 해석결과와
실험결과를 비교 검토하여 해석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Fig. 2는 실험과와 해석결과를 바탕으로 변위-하
중의 관계 그래프를 나타내고 있다. 제안된 강골조 시험
체의 유한요소 해석모델의 해석결과는 실험에서의 초기
탄성과 최대하중이 잘 일치하고 있으며, 항복하중 이후의
소성거동이 잘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제안된 강골조 시
험체에 대한 3차원 유한요소 수치해석모델은 실제 강골조
시험체의 단조하중에 대한 거동을 비교적 잘 예측하는 것
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제안된 강골조 시험체의 3차원
유한요소 수치해석모델을 이용하여 복합재료 패널의 보강
설계를 위한 해석에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Fig. 3 Stress distribution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강골조 구조물내에서 복합재료 패널의 거
동을 유한요소 해석을 통하여 평가하였다. 해석평가를 위
하여 강골조 시험체에 대한 실험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3
차원 유한요소 수치해석모델을 검증하였다. 검증된 3차원
유한요소 수치해석모델을 바탕으로 복합재료 패널의 거동
을 해석적으로 검토하였다. 강골조 프레임내에서 복합재
료 패널은 압축거동이 지배적으로 발생하였으며, 복합재
료 패널의 유효 압축영역을 검토하였다. 검토결과 복합재
료 패널의 유효 압축길이는, 패널의 수직방향 길이의
15%, 수평방향 길이의 30%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
에서 개발된 강골조 프레임구조물에 대한 3차원 유한요소
모델을 FRP 복합재료 패널의 거동평가에 활용이 가능하
며, FRP 복합재료 패널의 경우 강골조 프레임내에서 대각
선 압축거동이 발생함을 확인하였다. 더불어, 본 연구를
바탕으로 FRP 복합재료의 압축거동 및 압축영역에 대한
설계법 연구에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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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Load-displacement relationship
FRP 복합재료 패널의 응력분포형태를 검토하였다. Fig.
3은 복합재료 패널의 유효응력분포도이다. 최대압축응력
은 좌상단 모서리와 우하단 모서리에서 발생하는 대각선
압축기둥의 형태로 발생하고 있다. 압축거동에 따른 압축
영역을 평가하기 위하여 최대압축 변형률이 0.002인 영역
의 길이를 측정하였다.
FRP 복합재료 패널의 대각선 방향 모서리의 응력분포 형
태는 대칭으로 발생하였으며, 압축거동길이는 수직방향으
로 15%, 수평방향으로 30%의 길이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이런한 압축영향길이를 바탕으로 대각선의 유효응력장을
가정한다면, 강골조 프레임 구조물의 강도 증가를 목적으
로 하는 설계법을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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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TS의 충전층 두께에 따른 해석적 성능평가
Evaluation of Analytical Performance of PSTS according to Packed Bed
Thickness
권 민 호* · 김 진 섭** · 서 현 수*** · 임 정 희**** · 문 종 윤*****
Kwon, Min-Ho · Kim, Jin-Sup · Seo, Hyun-Su · Lim, Jeong-Hee · Moon, Jong-Yoon
ABSTRACT
In this study, finite element analysis of korean precast concrete panels was performed and 3D infinite element modeling
was used. Infinite elements can be formulated in time domain and nonlinear behavior analysis is possible. Based on the
numerical results, the performance of the packing layer of korean precast concrete panels was examined.
Key W ords: Infinite elements, Packing layer, PSTS

1. 개

요

일반적으로 현장타설 콘크리트 궤도는 복잡한 시공공정
과 오랜 시공기간, 그리고 콘크리트의 품질확보가 어려운
문제점 등이 있다. PSTS(Precast Slab Track System)는 공
장에서 제작된 콘크리트 슬래브 패널을 현장에 운반하여
설치하는 궤도구조로 현장타설 궤도구조에 비해 고품질,
고강도, 콘크리트의 시공이 용이하고 인력 저감 및 고속
시공이 가능하며 유지보수가 용이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PSTS에서는 충천층은 패널을 지지하는 압축 부재
로써의 주요 기능을 하므로 이에 대한 설계와 시공 기술,
시공 후 정확한 평가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PSTS의 충전층 두께에 따른 성능을 유한요소 해석을 통하
여 평가하고자 한다.

2500mm, 강화노반 및 상부흙노반의 측면 경사는 1:1.5로
가정하였다.
동적해석에서 HSB층 하단의 강화노반과 상부흙노반, 하
부지반을 유한요소로 모델링하였다. Table 1은 지반의 유
한요소 특성이다.
Table 1. Finite element of ground
Division
Element type

3.

Fig. 1 Details of reinforced roadbed and upper soil
roadbed

2. 유한요소모델링
일반철도 및 고속철도의 HSB층의 하단은 Fig.1과 같이
강화노반과 상부흙노반 그리고 하단은 하부지반으로 이루
어져있다. 강화노반의 높이는 400mm, 하부지반의 높이는
*
**
***
****
*****

Reinforced
vehicle

Top soil bed

Lower
ground

8-node solid element

Number of
elements

6,600

29,700

27,420

Number of
nodes

10,302

34,340

33,810

무한요소모델링

무한요소는 그 개념이 유한요소와 비슷하여 기존의 유
한요소와의 결합이 쉬우며 유한요소보다 훨씬 적은 요소
를 사용하므로 해석시간이 절약될 뿐 아니라 경계면에 입
사된 입사파를 흡수하여 내부영역으로 반사파 발생을 억
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유한요소로 해석한 결과와 무한
요소로 해석한 결과인 변위-시간그래프를 Fig.2에 나타내
었다. 유한요소의 경우 반사파가 발생하여 잔류 에너지가
있어 변위가 상하로 계속 변화하는 반면에, 무한요소의
경우 에너지가 흡수되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위가 일정
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시간영역에서 정식화가 가능하고
비선형 거동해석이 가능한 3차원 무한요소를 동적해석에
적용하였다. 그리고 HSB층을 포함한 모든 지반의 경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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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한지반 처리하기 위해서 경계면을 무한요소로 처리하였다.

층에서 응력의 감소 경향은 두께에 따라 민감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Table 2. Infinite element of ground
Division

Infinite ground

Element type

8-node solid element

Number of elements

8,070

Number of nodes

16,494

(a) 20mm

(a) 20mm

(b) 40mm

(b) 40mm

(c) 80mm

(c) 80mm

Fig. 2 Vertical displacement-time relation curves of
finite and infinite elements

4. 해석결과 및 평가
PSTS의 충전층 두께에 따른 성능을 평가하고자 두께
20mm, 40mm, 80mm에 대하여 동적해석을 수행하였다. 해석
결과는 Table 3에 나타내었고 응력은 각각 Fig. 3, Fig. 4
와 같이 나타났다. 콘크리트와 충전층은 끝단에서 국부적
으로 큰 응력이 크게 발생하였고 두께는 20mm에서 가장
큰 응력이 발생하였다. 또한 충전층에서는 두께가 증가함
에 따라 응력이 감소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Table 3. Summary of Dynamic Load Results by Packing
Layer Thickness
Concrete panel
Packing
layer
Thickness
20mm
40mm
80mm

5. 결

Packing Layer

Mises
stress
(MPa)

Maximum
principal
stress
(MPa)

Mises
stress
(MPa)

Maximum
principal
stress
(MPa)

2.42
2.44
2.55

2.14
1.81
1.82

4.79
4.17
4.10

6.18
5.60
5.00

Fig. 3 concrete panel
Fig. 4 Maximum principal
maximum principle stress
stress in the Packing
La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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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 경계조건을 갖는 단면에 대한 비틀림 상수계산
Torsional Stiffness of Cross Section with Single Boundary Conditions
권 민 호* · 김 진 섭** · 서 현 수*** · 임 정 희****
Kwon, Min-Ho · Kim, Jin-Sup · Seo, Hyun-Su · Lim, Jeong-Hee
ABSTRACT
Torsional constants of both rectangular cross section and circular cross section are induced by exact solution, and was
easy to calculate since of simple shape. However, it is very difficult to calculate the torsional constant of both an
arbitrary cross-section and a composite cross-section. In this study, a finite element formulation was proposed as a
method to calculate the torsional constant of both an arbitrary cross-section and a composite cross-section. From the
numerical study, numerical results was compared with exact solution.
Key W ords: Torsional constant, Torsional analysis, Finite element method, Single boundary condition

1. 서

론

두 번째는 구성방정식으로 전단응력과 전단변형률의 관
계이며 다음과 같다.

선형 탄성재료를 갖는 구조물에서 비틀림 거동을 예측
하는 것은 어렵다. 그러나 부재의 단면 형상에 대한 비틀
림 상수를 알 수 있다면, 이를 이용하여 부재에 발생하는
비틀림 모멘트의 크기나 비틀림 각을 용이하게 예측할 수
있다. 현재 직사각형 단면, 원형, 타원형 단면 등에 대한
비틀림 상수는 정밀해가 유도되어 있어 이를 활용해 비틀
림 상수를 용이하게 계산할 수 있으나 임의의 형상을 갖
는 단면 또는 두 개 이상의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된 복
합단면의 비틀림 상수 계산에 대한 정밀해 유도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이러한 임의의 단면에 대한 비틀림
상수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유한요소법, 유한차분법 등의
근사해석법의 사용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단일 경계조건을 갖는 임의 단면 및 두
개 이상의 재료로 구성된 복합재료 단면의 비틀림 상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한요소 해석 도구를 개발하기 위하여
유한요소 정식화를 수행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개발한 해
석도구를 통한 해와 정밀해를 비교하였다.

 

 




  
  ,        



마지막은 balance equation으로 평형방정식을 의미하며
다음과 같다.
 
  




(3)

강도법에 의해서 미분방정식 형태로 표현된 비틀림 문
제를 근사화하면 잔차함수(residual funcion)은 balance
equation에 대한 범함수(fuctional)의 변분형태로 표현된
다. 이를 Gauss 정리를 이용하여 정리하면 비틀림 문제의
포텐셜에너지인 범함수는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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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한요소 정식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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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방정식 형태로 나타난 비틀림 문제를 유한요소법에
의한 근사화를 위하여 3가지 기본 방정식이 필요하다. 첫
번째는 적합관계식이며, 이는 응력함수와 전단변형의 관
계로 다음과 같이 나타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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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도행렬은 다음과 같다.








(5)



이를 바탕으로 3절점 삼각형 요소와 4절점 사각형 요소
를 개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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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단일 경계조건을 갖는 비틀림 강성계산
Saint Venant 비틀림 문제를 계산하기 위해 유한요소
패키지 FEPS를 개발하여 해석을 수행하였다. 정사각형 단
면과 L형 단면에 대한 비틀림 강성을 FEPS를 사용하여 계
산하고, 이를 수식으로 표현되는 정밀해의 결과와 비교하
였다. 정사각형, L형채널에 대하여 해석을 수행하여
Table 1에 정리하였다.
정사각형 단면보다 단면의 일부가 얇은 L형의 경우 오
차가 크게 나타났다. 또한, 3절점 삼각형 요소보다는 4절
점 사변형 요소의 성능이 우수하였다.

(a) 3-node

Table 1. Comparison of Stiffness Values
Cross-Sectional
Shape

Exact Solution

FEPS

  
     

3절점 삼각형 요소
: 35.77
4절점 사변형요소
: 35.85

1_Solid Square
Bar

(b) 4-node
Fig. 2 Shear Stress Contour for L Channel Section

4.
7_Angle


     

    
    
  

3절점 삼각형 요소
: 0.48
4절점 사변형요소
: 0.55

결 론

St. Venant 비틀림 이론을 강성도법을 기반으로 유한요
소 정식화를 통하여 유도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3절점 삼
각형 요소와 4절점 사변형 요소를 개발하였다. 개발된 요
소를 사용하여 단일 경계조건을 갖는 두 단면에 적용한
후 정밀해와 비교한 결과, 단면의 형상에 좁은 부분이 존
재하지 않는 경우 상당히 정밀도가 높았으며 단면의 형상
에 좁은 부분이 존재하는 경우 오차가 다소 크게 평가되
었다. 또한, 3절점 삼각형 요소보다는 4절점 사변형 요소
의 성능이 우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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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강된 판의 국부좌굴강도에 대한 폐단면리브 단면회전 강성의 효과
Effect of Rotational Stiffness of Closed-section Rib on Local Buckling
Strength of Longitudinally Stiffened Plates
Arriane Nicole P. Andico* · 곽재영** · 최 병 호***
Arriane Nicole P. Andico · Kwak, Jae-Young · Choi, Byung-Ho
ABSTRACT
Recent studies have revealed that plates stiffened by closed-section ribs can be designed to have greater strength. Thus,
this study is about the increasing effect on local plate buckling strength of isotropic plates when longitudinally stiffened
with closed-section ribs, which is mainly due to the rotational restraint of the closed-section ribs. The effects on buckling
strengths of the stiffened plates are examined by numerical analyses. Three-dimensional finite element models were
obtained using a general structural analysis program ABAQUS and a series of eigenvalue analyses were conducted.
Through this study, the increasing effect on the local buckling strength due to the rotational stiffness is numerically
verified. From the parametric studies, there is an obvious tendency that the local buckling strength of the stiffened plate
would converge to the buckling strength of plate with fixed boundary condition. The findings of this study would
contribute in improving the optimum design of longitudinally stiffened isotropic plates.
Key W ords: Closed-section Rib, Stiffened Plate, Buckling Strength, Rotational Restraint Stiff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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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에 ASCE 논문).이를
근거로 본 논문에서는 등방성 재료를 갖는 평판의 좌굴강
도에 대한 폐단면리브의 효과를 조사해보고자 수치해석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또한 평판의 WS 및 WR에 따른 변수해
석 모델을 선정하고 유한요소해석을 통해 고유치와 좌굴
모드를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U리브 단면회전 강성
에 따른 평판의 좌굴모드 및 국부판좌굴강도의 변동양상
을 살펴보는데 목적이 있다.

2. 이론적 배경
등방성 평판은 폐단면리브가 설치되는 평판 상의 양단
고정점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강도성능을 발휘 할 수 있
다. 아래식의  은 회전강성 증가에 의한 강도증가계
수이며, 아래 식 (1)과 같이 주어진다. (최병호 외, 2015
방재학회). 이는 회전변위()에 대한 유효스프링강성(kR)
에 따른 좌굴강도의 증가 효과를 정량적으로 나타내는데,
유효강성(kR)에 관한 관계식으로써 아래와 같이 표현된다.

   

여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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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단면리브로 보강된 판의 국부판좌굴응력(FCr)은 식
(2)와 같다.

  
 


(2)

폭이 WS인 양단에 고정지지된 평판의 국부판좌굴강도는
식 (3)으로 표현된다.

    
   
  





    


(3)

여기서,
 : 종방향에서의 half-waves 의 수
 : 보강된 플랜지의 부격간의 종횡비

3.

해석모델



본 연구의 모델은 폐단면 U리브 단면의 일부를 절반씩
잘라놓은 개념으로써, Fig. 1에 보이는 바와 같이 보강판

* 학생회원․ 한밭대학교 토목공학과 석사과정, E-mail: arrianeandico@hanbat.ac.kr
** 학생회원․ 한밭대학교 토목공학과 석사과정, E-mail: mi121914@hanbat.ac.kr
*** 정 회 원․ 한밭대학교 건설환경공학과 부교수, E-mail: bhchoi@hanbat.ac.kr - 교신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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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의 좌굴거동과 유사하도록 하기 위해 연속성과 대칭
성을 유지하도록 분할 표준모형을 수립하였다. 이때 폐단
면 U리브 보강재의 제원은 기존의 논문 (Choi외 2016;
ASCE)을 참고하여 선정되었다(Table 1.). 이때 길이는 a
(형상비) 3을 만족하도록 설정하였다. 이때, WS는 반단면
U리브 순간격, WR/2는 폐단면 리브의 하부 폭, tp는 보강
된 판의 두께, 는 포와송비를 의미한다.

Fig. 2 Boundary Condition

5.

본 수치해석으로부터 얻은 좌굴모드형상은 Fig. 3에 나
타난 바와 같다. 여기서 보이듯이, U리브 단면이 충분한
단면강성을 가지면 판의 U리브가 설치된 위치에서 보강된
판 위에 고정점이 형성되며 국부판좌굴 거동이 일어난다.
앞서 Table 1에 제시한 U리브 보강판 제원에 따라 수치
해석을 통해 각각의 경우에 대해 국부판좌굴 강도를 산정
하였고, 단면 회전강성(kR)에 따른 변수해석을 수행하였
다. Fig. 4에 보이는 것처럼, U리브의 단면 회전강성(kR)
이 증가됨에 따라 좌굴강도가 증가하며, kR이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다. 이 때, 보강된 판
의 국부좌굴강도는 식 (3)에 수렴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식 (3)의 압축강도에 도달한 이후 폐단면리브의
강성을 증가하는 것은 무의미한 것을 알 수 있다.

Fig. 1 Partial Modeling of U-rib Stiffened Plates
Table 1. Sectional Dimensions of U-rib Stiffened Plates
 (mm)

 
(mm)


(mm)

 
(mm)


(mm)


(mm)
10
15

405

81

105

56

10

해석결과

20
25
30
10

Table 3. Numerical Analysis Results

15
364

81

105

56

10

20



25

 



 



30
10
15
405

115

149

80

10





MODE

10
15
20
25
30
10
15
20
25
30
10
15
20
25
30

662.37
716.10
747.12
764.10
773.84
810.33
879.10
919.12
940.94
953.41
654.36
718.63
755.87
775.26
785.82

PB
PB
PB
PB
PB
PB
PB
PB
PB
PB
PB
PB
PB
PB
PB

(mm) (mm) (mm) (mm) (mm) (mm) (MPa)

405

81

105

56

10

364

81

105

56

10

405

115

149

80

10

20
25
30

4. 유한요소해석
유한요소해석은 범용해석프로그램 ABAQUS에서 제공하는
S4R5요소를 이용하였다. U리브의 강성에 따른 좌굴강도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WS 및 WR을 변화 시켜 가며 고유치
해석을 수행하였다. 또한 경계조건은 Fig. 2와 같으며,
등방성 강재의 재료물성치는 Table 2. 과 같다.
Table 2. Material Properties
Properties

Value

E

205,000 MPa

v

0.3
Fig. 3 Local Plate Buckling (P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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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방음벽 구조물 개별요소에 대한 강풍취약도 평가
Evaluation of Wind Vulnerability For Individual Elements of
Noise Barrier Structures
최정규* · 전오현** · 정우영***
Jung, Woo young · Sim, Viriyavudh · Choi, Jung Kyu · Kim, Seong do
ABSTRACT
Recently, the damage caused by typhoons and strong winds, which frequently occur as a result of global climate change,
is on the rise. Soundproofing and windshield walls installed on roads often fail to function because of damage due to
strong winds. Therefore, in this study, strong wind fragility evaluation was performed to predict the probability of failure
of soundproof / windproof walls from wind loads. A three-node bending experiment was carried out to investigate the
material characteristics of the aluminum frame which was installed on the actual soundproof wall.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experiment, the resistance performance of target structure was calculated, and the frame damage was selected as the
performance limit state. Wind loads acting on 4m x 1m individual element soundproof wall was compared with the
resistance capacity by Monte Carlo simulation method. In the future, the evaluation of the strong wind safety of the
sound barrier structure should be proceeded by setting the limit state and performing the vulnerability evaluation through
the additional experimental data. This work can become guideline information for future design of soundproof and
windproof wall.
Key W ords: strong wind fragility, Soundproofing walls, M onte Carlo simulation method

1. 서

론

2.

국토이용의 고도화와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사회기반 시
설에 대한 안전 기대치가 급속히 증가하였다. 하지만 자
연재해에 대한 노후구조물의 안전도는 과거의 비하여 크
게 개선되지 못하였다. 최근 2000년 이후 지구온난화에
따른 이상기후로 인한 국지성 강풍에 의한 피해사례가 증
가하고 있다. 연평균 약 27개의 크고 작은 태풍으로 인한
피해액이 2조원에 달하며 복구비용은 총 3조 2천억 원으
로 피해액수가 상당히 크다.
특히 국내 고속도로·국도에 설치되는 도로용 방음벽
시설물의 경우 방음효과 개선을 위해 기존의 방음벽 높이
보다 높은 구조물이 신설되고 있다. 이에 따라 방음벽 구
조물은 바람재해에 취약해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선진국의 경우 바람재해 피해경감 및 피해예측을 위해
Hazus-MH와 같은 피해예측시스템을 개발, 사용하고 있으
나 아직 국내에서는 이들 강풍에 대한 정확한 피해예측
조차도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실제 도
심지나 고속도로에 시공되는 방음벽의 바람재해 취약부재
중 알루미늄 프레임을 대상 부재로 선정하여 알루미늄 프
레임에 대한 구조성능 실험을 수행하였다. 실험결과를 토
대로 알루미늄 프레임의 저항성능을 산정하여 강풍취약도
평가를 수행하였다.

강풍취약도 평가

2.1 강풍취약도 평가 개요
시설물의 강풍취약도 평가는 크게 경험적·해석적 2가
지의 방법으로 구현될 수 있다. 경험적 방법은 그 시설물
의 피해 자료가 많은 경우 적용할 수 있으며 경험적 방법
을 통한 취약도 구현 시 강풍에 따른 피해액으로의 연결
이 용의하여 피해 자료가 충분할 경우 경험적 방법으로
취약도 평가를 수행하는 것이 피해예측에 유리하다. 하지
만 방음벽의 경우 피해 자료가 경험적 방법을 적용할 만
큼 충분하지 않아 본 연구에서는 해석적 방법론을 통한
취약도 구현이 수행 되었다.
해석적 강풍취약도 평가는 모든 풍속구간에 대한 시설
물의 파괴확률을 나타내는 함수로 표현된다. 강풍산정 및
저항성능 변수는 확률적 분포를 통해 표현되어 있으며,
이를 임의로 추출된 표본자료를 이용하여 강풍 및 저항성
능을 모사하고 이를 식(1)에 대입, 몬테카를로 모사모형
의 기법을 통해 비교하여 Fig.1과 같이 최종적인 취약도
를 평가를 수행한다.
      -(1)

* 학생회원․ 강릉원주대학교 공과대학 토목공학과 석사과정, E-mail: jsq0129@naver.com - 발표자
** 학생회원․ 강릉원주대학교 공과대학 토목공학과 석사과정, E-mail: joh0806@naver.com
*** 정 회 원․ 교신저자 강릉원주대학교 공과대학 토목공학과 교수, E-mail: woojung@gw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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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중점을 두어 4m x 1m 크기의 방음벽 개별요소에 대한
강풍 취약도 평가 연구를 수행하였다. 국내 고속도로에
적용·시공되고 있는 알루미늄 프레임을 사용하는 방음벽
을 강풍취약도 대상 구조물로 선정하였으며 대상 구조물
의 알루미늄 프레임에 대한 제원은 다음과 같다.
-

규격= 3970x40x60x1T
강도= 175 Mpa
탄성계수= 70000 Mpa
포아송비= 0.33

- 밀도= 2.7g/

Fig. 3 방음벽 현장설치 형상과 알루미늄 프레임
대상 방음벽 알루미늄 프레임의 저항성능을 알아보기
위한 휨 성능평가를 위해 재하능력 10톤의 구조시험기를
사용하여 프레임의 중앙부에 하중을 가하는 3점 휨 실험
을 실시하여 중앙부위의 LVDT를 통한 처짐 변위 측정을
하였다.
Fig. 1 강풍취약도 평가 절차
2.2 대상모델의 저항성능 산정
일반적으로 방음벽은 아래그림과 같이 프레임과 투명아
크릴판으로 구성되어 진다. 이때 강풍발생시 방음벽은 프
레임의 파손이 방음벽의 전체적인 파손으로 이어지는 경
우와 지반에 고정되어있는 지주프레임의 파손으로 인한
방음벽 전체의 파손, 아크릴판의 프레임 탈락 등으로 분
류할 수 있다.

Fig. 4 알루미늄프레임 실험결과
2.3 풍하중 산정
간략화 된 방음벽에 작용하는 풍하중 산정을 위해 식()
와 같이 ASCE-7-10의 풍하중 기준을 적용하였다.
    

여기서  는 높이 h에서의 동적속도압, G는 가스트 영
향계수  는 압력계수를  는 풍압을 받는 면적을 의미한
다. 여기서  는 식()로부터 계산할 수 있다.
        

Fig. 2 대상 방음벽 설계도면
본 연구에서는 방음벽 파괴의 이러한 현상들 중 프레임
손상에 의한 방음벽 전체의 파괴를 고려하기 위해 프레임

이 식의 변수들은 각각 풍향, 지형계수, 풍속의고도,
중요도 등을 고려하는 계수이고 이는 확률론적 분포로서
평균과 변동계수로서 나타내어지며 이에 대한 통계치는
다음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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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풍하중 산정 Parameter
Parameter



Category

Nominal

Mean

SD

Exposure B

0.5757

0.5839

0.1110

Exposure C

0.85

0.82

0.1148

Exposure D

1.0313

0.9913




MWFRS

G

0.85
0.89
deterministic (1.0)

0.1388
0.1424

Exposure B

0.80

0.77

0.09

Exposure C

0.85

0.83

0.10

Exposure D

0.85

0.83

0.07



Fig. 6 방음벽 구조물 알루미늄 프레임의
강풍취약도 함수

deterministic (1.93)

2.4 방음벽의 강풍취약도 평가
알루미늄 프레임의 파손을 방음벽의 한계상태로 산정하
고 지표조도구분에 따른 강풍 취약도 평가를 수행하였다.
이때 지표조도구분은 지표의 거칠기 요소에 대한 구분으
로서 B, C, D각각에 위치에 대한 강풍취약도 평가를 수행
하였다.

해 강풍에 대한 저항성능을 산정하고 지표조도구분에 따
른 강풍취약도 평가를 수행 하였다. 국내 도로에 설치되
는 실제 4m x 1m의 방음벽 개별요소에 대한 강풍 취약도
연구수행결과 20m/s부터 파괴가 진행되는 것으로 나타났
으며 이는 바람재해에 방음벽의 개별요소가 매우 취약하
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사용된 저
항성능은 알루미늄 프레임 단독 부재에 대한 성능실험 결
과를 사용하여 저항성능을 산정한 결과로 추후 실제 투명
아크릴판 등을 추가한 실제 사이즈의 방음벽 성능실험이
나 방음벽 풀 스케일 모델을 활용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현재 국내 방음벽의 설계기준 및 설치 가
이드라인이 부족한바 방음벽의 바람재해 손상예측 시스템
개발을 위해선 현재 국내에 설치된 방음벽의 형상조사,
저항성능 통계치 선정 등 다양한 실험 및 해석을 통한 연
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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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요소해석을 이용한 CFT의 구속효과 모델링
Modeling of Confinement Effect of CFT using Finite Element Method
문 지 호*
Moon, Jiho
ABSTRACT
Concrete-Filled Tube (CFT) has been used as a column of building and bride pier. CFT member consists of outer steel
tube and in-filled concrete. Since the concrete is under tri-axial stress state by outer steel tube, the strength and
deformation capacity of the in-filled concrete increases. This is called confinement effect of CFT. To simulate this
confinement effect, modified stress-strain relationship of the in-filled concrete is generally used. However this approach is
not a direct method to simulate the confinement effect, and more novel simulation technic is needed for in-depth
understanding of the confinement effect. In this study, direct method for simulating the confinement effect of CFT was
proposed, where the modified strain-stress relationship was not used. From the results, the proposed method agrees well
with the test results.
Key W ords: CFT (Concrete-Filled Tube), Confinement effect, Finite element method

1. 서

론

CFT (Concrete-Filled Tube, 콘크리트 충전 강관)은 건
축물의 기둥 및 교량의 교각으로 사용되고 있다. 최근에
는 CFT를 교량의 거더로 활용하기 위한 연구도 진행 되고
있다. CFT는 외부강관과 내부 충진 콘크리트로 구성 되어
외부 강관이 거푸집 역할을 함으로 급속시공이 가능한 장
점이 있다. 또한, 충진 콘크리트는 외부 강관에 의하여 3
축 응력 상태가 되어 강도 및 변형 능력이 증가된다.
이러한 효과를 구속효과 (confinement effect)라고 하
며 CFT의 중요한 특성 중 하나이다. 일반적으로 구속효과
는 콘크리트의 응력-변형률 곡선을 수정하여 반영을 하게
된다. 대표적으로 Mander et al. (1988)가 제안한 응력-변
형률 곡선이 있으며, 이 후 연구자들은 Mander의 식을 변
형하여 사용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접근 방식은
구속효과를 해석 모델 상에 직접적으로 모사하는 것이 아
니므로 여러 제약 조건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CFT의 구
속 효과를 보다 깊이 있게 연구하기 위하여 일체의 수정
된 응력-변형률 곡선을 사용하지 않고 유한요소해석상에
서 구속효과를 직접적으로 모델링 할 수 있는 방법을 제
안하였다. 실험과 비교 결과, 제안된 방식은 CFT의 구속
효과를 적절히 모사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FEM 모델링
그림 1은 본 연구에서 사용된 CFT 모델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는 범용 구조해석 프로그램인 ABAQUS (2009)를
사용하였다. 외부 강관은 4절점 쉘요소 (S4R)을 사용하였
으며, 내부 콘크리트는 8절점 솔리드 요소 (C3D8R)을 사용
하였다. 외부 강관과 내부 콘크리트의 계면 (Interface)은
GAP 요소를 사용하였다. GAP 요소는 절점과 절점을 연결하

는 요소로 압축력에는 무한대의 강성을 가지며, 인장력에
는 저항하지 못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또한, 마찰계수
를 입력할 수 있어 GAP요소를 통하여 전달되는 압축력과
상호작용하여 전단 응력을 발생시킨다. 따라서, GAP요소
를 사용하여 합성거동을 모사할 수 있다.

Fig. 1 Typical FE model for CFT in this study.
콘크리트 재료 모델은 ABAQUS (2009)에서 제공하는
Damaged plasticity model을 사용하였으며, 이는 Lee &
Fenves (1998)의 이론에 근거하고 있다.
이 모델은 Non-associate flow rule을 따르므로 변형률
을 계산하기 위하여는 별도의 Flow potential이 필요하
다. Flow potential은 팽창각 (Dilation angel)의 함수이
며 응력 상태에 따라 적절한 팽창각을 결정하여야 한다.
Lee & Fenves (1998)는 연구 결과, 단축 응력의 경우 팽창
각을 31°, 2축응력의 경우 20°를 사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변수 해석 결과 20°를 사용하는 경
우 해석 결과와 실험결과가 잘 일치하는 경향이 있어
20°의 팽창각을 사용하였다.

* 정 회 원․ 강원대학교 토목공학과 조교수, E-mail: jmoon1979@kangwon.ac.kr - 발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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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석 결과
2장에서 설명한 유한요소해석 모델을 이용하여 CFT의
구속효과를 모사하기 위하여 기존 연구자들이 수행하였던
실험체를 모사하고 결과를 비교·분석하였다.
Schneider (1998)와 Huang et al. (2002)이 수행한 CFT
단주 실험 결과를 이용하여 해석 모델을 작성하였으며,
구체적인 실험체 제원은 표 1과 같다. CFT의 구속효과는
강관의 직경  와 두께  의 비에 가장 크게 영향을 받으므
로  비를 다양하게 설정하였다.

중이다. 한가지 중요한 특징은  가 작아지는 경우, 즉
강재의 양이 증가하는 경우는 축방향 하중-변형률 관계가
강재와 유사하며, 반대로  가 커지는 경우는 축방향 하
중-변형률 관계가 콘크리트와 유사하게 된다. 이는  에
따라 강재와 콘크리트의 하중 분담률이 달라지기 때문이
다.

Table 1. Properties of verification models
Model


(mm)









(mm)

(MPa)

(MPa)

a

140

22

602

313

23.8

b

200

40

840

265.8

27.2

c

140

47

602

285

28.2

d

280

70

840

272.6

31.2

e

300

100

900

232

27.2

f

300

150

840

341.7

27.2

Fig. 3 Comparison of confinement stress with theory.
Hu et al. (2003)은 구속효과에 의한 응력  을  비
의 함수로 제안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해석 결과 나타
난  을 Hu et al. (2003)의 제안식과 비교하였다. 그 결
과는 그림 3과 간다. 그림 3에서 볼 수 있듯이  가 22
인 경우, 구속응력은  의 약 2.5%이지만  가 감소할수
록 급격히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해석 결과가 제
안식과 잘 일치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
서 제안한 유한요소해석 모델이 CFT의 구속효과를 잘 반
영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구속된 콘크리트의 수정된 응력-변형률
곡선을 사용하지 않고 유한요소해석을 사용하여 직접 CFT
의 구속응력을 모사하였다. 기존 실험결과와 비교 결과,
제안된 해석 모델은 CFT의 구속효과를 잘 반영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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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약지반 소구경 하수관 추진공법의 시공
Construction of the Jacking Method for the Small Diameter Sewer Pipe
Buried in Weak Ground
주 형 중* · 정 남 진** · 신 연 경*** · 김 정 균****
Joo, Hyung-Joong · Jeong, Nam-Jin · Shin, Yeon-Kyung · Kim, Jung-Kyun
ABSTRACT
In this study, we suggested the jacking method of small diameter sewer pipe for improving workability of the pipe at the
weak ground. The jacking method minimizes the space and time in constructing small diameter sewer pipe. In addition,
to use this method do not cause road restrictions during the construction period. In this study, the construction process of
the small diameter sewer pipe is explained. In addition, to ensure the safety during construction, the design consideration
such as earth pressure and the jacking force of the steel pipe, and safety against boiling of the ground were examined.
For verify the safety of this jacking method, it is necessary to carry out an experiment to estimate the safety of main
pipe under construction.
Key W ords: Sewer pipe, Weak ground, Jacking Method, Construction safety

1. 서

론

산업과 문명의 발달에 따른 도시인구의 과밀화에 따른
문제들은 대부분의 국가가 안고 있는 공통적인 문제이다.
사회기반시설 중 하수관은 일상생활의 오수뿐만 아니라
산업활동으로 발생하는 폐수 등을 처리하는 기간시설물로
서 정부에서는 지난 2002년을 하수관거 특별정리 원년으
로 선언하고 본격적으로 하수도의 문제점을 인식하는 등
이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Kim, 2011).
하수관은 시공과정에서 굴착공사가 필수적으로 수행되어
야 하며, 이에 따라 도로 이용 제한 및 복구 시간 소요 등
의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다. 또한 연약지반에 시공할 경
우, 굴착에 따른 지하수의 유입으로 인해 굴착구간 배면부
에 지반 변위가 발생하며, 주변 지반의 침하 또는 기존 구
조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이 연구에서는 연약지
반에서 작업공간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굴착만을 수행하
고, 소구경의 하수관을 압입추진하여 시공하는 시공기술을
개발하고, 시공과정에 대한 검토를 수행하였다.

(a) Excavation

(b) Jacking steel pipe

(c) Panel installation

(d) Screw propeller installation

(e) Lead pipe installation

(f) Head pipe installation

(g) Main pipe installation

(h) Main pipe approach

(i) Cutting steel pipe

(j) Manhole installation

2. 소구경 하수관 추진공법
이 연구에서 제안한 소구경 하수관 추진공법은 지름 약
2m의 강관을 지중에 압입한 후, 강관 내부의 토사를 제거
하여 작업공간을 확보한다. 작업공간 설치 이후, 작업공
간 내에 추진기를 설치하고, 리드관, 선두관, 본관의 순
서로 추진한다. 리드관은 선두관 및 본관의 압입 진행 방
향을 확보하기 위해 설치하며, 선두관은 추진기의 스크류
로 인해 관 내부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본관의 선두에
설치하는 관을 의미한다. 소구경 하수관 추진공법의 시공
방법은 Fig. 1에 나타내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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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onstruction Method

(k) Pullout steel pipe

식 (2)에서  는 추진력,  는 초기 저항,  는 관 외
경,  는 수평토압, ′ 은 관과 흙의 마찰계수,  는 관과
흙의 부착력, 은 관의 길이를 의미한다.
지반의 보일링은 다양한 방법으로 검토할 수 있으며, 그
중 Terzaghi 방법에 의한 보일링 검토 방법은 Fig. 3 및 식
(3)~(5)에 나타내었다.

(l) Completion

Fig. 1 Construction Method
소구경 하수관 추진공법은 작업공간을 최소화할 수 있
고, 시공 중에 복공판을 설치하기 때문에 시공중에도 교
통흐름을 방해하지 않는다. 또한, 공사기간과 작업인원이
감소하고, 공정이 단순하기 때문에 시공성이 우수하며,
강관 케이싱으로 굴착에 의한 측면의 토사 붕괴가 발생하
지 않는다.

G.W.L.

D/2
W.L.

h1

h2

W

D

3. 시공안전성 검토
ha

소구경 하수관 추진공법은 작업자가 직경 2m의 강관 내
에서 작업을 수행한다. 따라서 안전한 시공을 위하여 주변
토사의 토압에 대한 강관의 안전성, 추진력 및 지반의 보
일링(boiling)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강관에 재하되는 토압은 Fig. 2와 같이 연약지반의 토
압과 지하수위에 대한 수압을 함께 고려한다(Das, 2003).

U

Fig. 3 Boiling
  
 


(3)

′  
 


(4)

   ≥ 

(5)

식 (3)은 과잉간극수압, 식 (4)는 흙의 단위중량을 의미
하며, 식 (5)의 안전율( )은 1.5 이상이여야 한다.

4.

Fig. 2 Earth Pressure Distribution
Fig. 2에서  는 정지토압계수, 는 흙의 단위중량, ′
는 흙의 유효단위중량,  는 물의 단위중량,  은 지표면
에서 지하수위까지 높이,  는 지하수위부터 강관설치위치
까지의 거리이다. Fig. 2와 같은 토압분포를 고려할 경우
작용하중(  )은 식 (1)과 같다.


            ′   



결 론

이 연구에서는 연약지반용 하수관 추진공법에 적용하기
위한 발진구 설치 방법을 제안하였고, 발진구 설치에 따
른 구조적 안전성을 평가하였다. 발진구는 원형 강관을
활용하여 압입하는 방법으로 개착 공법에 비해 공정이 간
소와 되어 시공성이 향상된다. 이 연구에서는 강관 추진
구 압입공정 방법 및 안전성에 대한 검토방법을 정리하였
으며, 향후, 현장계측 및 해석적 연구를 통해 구조적 안
전성 검증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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