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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 사 일 정>>>
(10:30 ~ 20:00)

10:30~ [등 록]
11:00~11:30 [특별강연] 청원화학 조용상 회장
: 纖維複合素材用 Binder Resin의
특성소개 및 不燃化 연구
11:30~12:45 [중 식]
12:45~13:15 [특별강연] 한국해양대학교 김윤해 교수
: 해양구조물과 복합신소재의 응용
13:15~13:20 [개회사]
13:20~13:40 [이사회]
13:40~14:10 [Coffee Break]
14:10~15:40 [논문발표Ⅰ]
[연구단 세션] 중규모 수력 플랜트
15:40~15:50 [휴 식]
15:50~17:50 [논문발표Ⅱ]
17:50~18:00 [휴 식]
18:00~18:20 [시상식]
18:20~18:40 [휴 식]
18:40~20:00 [만찬 및 경품 추첨]

>>>학술 발표 논문>>>
복합신소재 적용 기술

(한라홀)
좌 장 : 장준호(계명대 교수)
박신전(케이엠티엘 이사)

1. 14:10 ~ 14:25 토목섬유 투수 성능이 튜브 구조체 형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험적 연구 ················· 9
*김형주⋅박태웅⋅김형수⋅피터 레이 디노이⋅유지호
2. 14:25 ~ 14:40 상하이형 합성CFT기둥-보 접합부의 내진성능 ······································································ 13
*이강석⋅권윤상⋅경제환⋅김도범⋅최성모
3. 14:40 ~ 14:55 순환골재를 사용한 50MPa 콘크리트충전 원형 강관(CFT)기둥의 압축성능 ···················· 15
*최원호⋅김부규⋅송종욱⋅김선희⋅최성모
4. 14:55 ~ 15:10 RC 보의 내진성능 확보를 위한 일방향 세폭직물 보강 성능평가 ····································· 18
*신상영⋅장준호⋅김승직⋅김시윤⋅이재철
5. 15:10 ~ 15:25 균열결함 자동추출 육안조사 장비를 이용한
대구경 GFRP 하수관의 상태평가 기술 개발 ········································································· 20
*박신전⋅지기환⋅유성원

복합신소재구조의 거동해석 및 실험

(사라홀Ⅰ)
좌 장 : 이상열(안동대 교수)
오정호(한국교통대 교수)

1. 14:10 ~ 14:25 PFRP 복합재의 전단탄성계수 예측 ························································································· 27
*김수영⋅서재훈⋅김학군⋅김선희⋅윤순종
2. 14:25 ~ 14:40 폐단면리브에 의해 종방향으로 보강된 복합 적층판의 좌굴 거동 해석 ··························· 29
*Arriane Nicole Andico⋅이상형⋅최병호
3. 14:40 ~ 14:55 탄소나노튜브로 합성된 복합신소재 적층구조의 동적 안정성 ············································· 32
*이상열⋅사봉권
4. 14:55 ~ 15:10 GFRP 복합재료 프레임으로 시공된 방음벽의 강풍 취약도 평가 ······································ 34
*김성도⋅Sim ViriyaVudh⋅곽용주⋅전오현⋅정우영
5. 15:10 ~ 15:25 GFRP를 활용한 월류식 유목방지 구조재에 대한 해석 및 설계 ········································ 38
*김동익⋅이상문⋅정우영
6. 15:25 ~ 15:40 펄트루젼 섬유보강복합재료 압축재의 시간이력에 따른 좌굴 거동 평가 ························· 41
*유종호⋅최원창⋅김학군⋅김수영⋅윤순종

(한라홀)

기타 합성 및 복합구조 분야

좌 장 : 최병호(한밭대 교수)
최상현(한국교통대 교수)

1. 15:50 ~ 16:05 축하중을 받는 개구부가 설치된 구조단열패널(SIP)의 해석적 평가 ·································· 45
*류재용⋅나환선⋅이세정⋅김상봉⋅최성모
2. 16:05 ~ 16:20 구조단열패널(SIP)의 편심 축하중에 대한 실험적 평가 ······················································· 47
*류재용⋅나환선⋅이세정⋅김상봉⋅최성모
3. 16:20 ~ 16:35 L형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벽패널로 보강한
기존 철근콘크리트 골조에 대한 Pushover 해석방법 연구 ················································ 50
*하수경⋅유승룡
4. 16:35 ~ 16:50 교대 형식 라멘교에 대한 손상 예측 시스템 개발 ································································ 53
*변남주⋅한휘석⋅권영웅⋅김평화⋅한상윤
5. 16:50 ~ 17:05 An Investigation of Buried Corrugated Steel Arch Structure
Using Trench Installations with Expanded Polystyrene Geofoam ························· 56
*랄프⋅세인⋅마벨⋅강준석⋅박종섭
6. 17:05 ~ 17:20 KS기준 신 강종을 적용한 노측용 가드레일 시스템의 구조 성능 평가 ···························· 60
*이교록⋅이상열
7. 17:20 ~ 17:35 변수해석 기반 고강도 강관 버팀보의 구조성능 평가 ·························································· 62
*이진우⋅노명현⋅이상열
8. 17:35 ~ 17:50 프리텐션 방식의 PSC 거더 이동식 제작장치 ········································································ 64
*이규세

복합구조에 응용될 수 있는 구조해석,
(사라홀Ⅰ)

설계, 시공, 계측 및 유지 관련 분야

좌 장 : 한상윤(고려대 연구교수)
윤명호(공주대 교수)

1. 15:50 ~ 16:05 합성메가기둥 기둥-보 T형스티프너 접합부 단순인장실험 ·················································· 69
*이재현⋅김도범⋅염경수⋅박동순⋅최성모
2. 16:05 ~ 16:20 근사고유주기에 내재된 수평 보유내력에 관한 연구 ···························································· 72
*윤용진⋅윤명호
3. 16:20 ~ 16:35 교량 구조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가치평가 시스템 개발 ······················································ 77
*권영웅⋅한휘석⋅변남주⋅김평화⋅한상윤
4. 16:35 ~ 16:50 Embedded Trench Installation을 적용한 지중아치구조물의
Geofoam 최적화에 대한 연구 ·································································································· 79
*김수하⋅임환기⋅강준석⋅박종섭

5. 16:50 ~ 17:05 3D 프린터로 제작된 EPS 비정형 거푸집의 유한요소해석을 통한 설계 ·························· 82
*이정호⋅주영규
6. 17:05 ~ 17:20 부유식 초장대케이블지지교량의 계류선 배치에 따른 정적 거동특성분석 ······················· 84
*장민서⋅이윤우⋅김승준⋅강영종
7. 17:20 ~ 17:35 다양한 기상 조건에서의 균열 검출을 위한 열화상 측정의 정확도 분석 ························· 86
*에르떼느따와 바트바야르⋅주영규
8. 17:35 ~ 17:50 경주 지진의 에너지 응답 특성에 관한 연구 ·········································································· 89
*구자용⋅윤명호

포 스 터

(사라홀Ⅱ)
좌 장 : 나환선(전력연구원 책임연구원)
권민호(경상대 교수)

1. FRP-강재 하이브리드 보강근의 장기 부식 저항 성능 평가 ··········································································· 97
*박기태⋅서동우⋅김병철⋅박준석⋅정규산
2. 외벽 구조단열 보강패널의 열성능 평가 ·············································································································· 99
*이도형⋅나환선⋅김상봉
3. 철도침목 개발을 위한 폴리우레탄 기반 복합소재 평가 ················································································· 102
*박상민⋅이준희⋅백인철⋅최해균⋅최영길⋅황철현
4. 나노재료의 건설분야 적용을 위한 나노관련기술 고찰 ··················································································· 105
*이형주⋅김승기⋅이헌석⋅김우석
5. 실트질 모래의 유동강도와 다짐밀도에 관한 실험적 연구 ············································································· 107
*김형주⋅박태웅⋅김형수⋅피터 레이 디노이⋅유지호
6. 신경망 기법을 이용한 강섬유 혼입율, 형상비에 따른 압축강도 추정모형 개발 ······································ 111
*정태영⋅박주경
7. 실리카 퓸이 포함된 시멘트 페이스트의 내 충격성 평가 ··············································································· 115
*응유옌 트리⋅응유엔 헝⋅방준화⋅김정중
8. CFRP Sheet로 보강된 I형 PFRP 휨부재의 단면내 응력 분포와 휨성능 평가 ········································ 118
*권순철⋅이강연⋅최원창⋅김선희
9. 변단면을 갖는 복합신소재 판의 진동해석 ········································································································ 120
*한봉구⋅장재창
10. Folded Plate 이론을 이용한 간단한 해석 방법 ··························································································· 123
*한봉구⋅김동우
11. 가로보 강성에 따른 모듈러 플레이트 I-거더의 횡비틀림 좌굴강도에 관한 변수해석 ·························· 126
*최병호⋅Arriane Nicole Andico⋅곽재영⋅박찬희
12.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을 이용한 수직형 면진장치의 진동저감성능 특성 ··················································· 129
*유용⋅박예진⋅김권일⋅최상현
13. 가변형 팬믹서를 활용한 건설재료의 내구성 평가 ························································································ 132
*김서연⋅오정호⋅유현우⋅Sharif MD Hossain
14. 복합재료 패널로 구성된 전단벽체의 반복거동 실험적 평가 ······································································· 135
*나환선⋅이현주⋅김상봉⋅이도형

15. 철근의 기계적이음 방법에 따른 연성평가 ······································································································ 137
*나환선⋅박동수⋅김상봉
16. 열-습윤에 노출된 적층복합재의 정적-동적 최적화 ······················································································ 140
*조희근⋅안진효
17. 부분 박리된 CFRP 시트의 인장 응력 평가 ··································································································· 142
*정규산⋅박준석⋅김병철⋅서동우⋅박기태
18. 광섬유 센서 내장형 탄소섬유 시트의 부착성능 평가 ·················································································· 144
*박준석⋅김병철⋅정규산⋅서동우⋅박기태
19. 다양한 강종을 적용한 방음벽 접합부의 재료적 비선형 해석 ····································································· 146
*윤태인⋅이상열
20. 복합 정수장 구조물의 유한요소해석을 통한 내진성능 평가 ······································································· 148
*조한민⋅허종완
21. 자동복원이 가능한 댐퍼의 이력거동 특성 연구 ···························································································· 150
*김영찬⋅허종완
22. 단면형상 변화에 따른 곡선 보의 내진성능 평가 ·························································································· 152
*손호영⋅주부석⋅전준태⋅소우빈⋅박성관
23. 압착식 조인트가 적용된 파이프라인의 비선형 유한요소 해석 ··································································· 154
*손호영⋅주부석⋅소우빈⋅박성관
24. TRM공법 적용에 따른 H형강 부재의 구조성능 변화에 관한 실험적 연구 ············································· 156
*권민호⋅김진섭⋅정동진⋅정영석⋅정호현

중규모 수력플랜트 건설기술 개발 연구단
(일출홀)

공정회의 (1세부과제)

연구책임자 : 정우영(강릉원주대)

1. 14:10 ~ 14:20 2차년도 연구목표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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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섬유 투수 성능이 튜브 구조체 형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험적
연구
An Experimental Study on the Influence of Geosynthetic Permeability on
the Tube Structure Formation
김 형 주* · 박 태 웅** · 김 형 수*** · 피터 레이 디노이**** · 유 지 호*****
Kim, Hyeong-Joo · Park, Tae-Woong · Kim, Hyeong-Soo · Dinoy, Peter Rey · Yu, Ji-Ho
ABSTRACT
In this study, a drainage-regulated type geotextile tube structure was proposed. The structure is composed of high
permeability polypropylene(PP) and low permeability (PET) fabric in which the lengths of the fabric depend on the
circumference ratio of the cross section. The purpose is to reduce the pressure inside the geotextile tube structure during
filling as much as possible. Experimental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geotextile tube structure according to the
permeability of the geotextile was also carried out. Experimental results of 4 small scaled geotextile tube structures
showed that the bottom section formed as drainage type can reduce the filling pressure as well as increase the
sedimentation height which confirms as the optimum cross section of the tube.
Key Words: geosynthetic permeability, segment combination, dredged soil, optimum section

1. 서 론

하는 경우 주입압이 증가되어 토목섬유 튜브 구조체가 자
주 파손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본 연구에서 제안되
는 배수 조절형 토목섬유 튜브 구조체의 제작 시 외겹을
구성하는 토목섬유의 재질을 투수성능이 큰 PP(Polypropy
lene, 고투수능)와 투수성능이 적은 PET(Polyester, 저
투수능)를 원주의 단면 비율에 따라 조합하여 토사 주입
시 형성되는 토목섬유 튜브 구조체 내부 압력을 최대한
저감시키고 미세립 토사의 유실을 최대한 방지하고 토사
주입 시간도 절약할 수 있는 최적 단면 도출을 통해 역학
적으로 안정한 토목섬유 튜브 구조체 제작과 조성시공기
술을 실험에 의해 확인하고자 한다.

현재 국내외에서 상용되고 있는 토목섬유 튜브 구조체
는 조립 모래와 세립 점성토를 주입하여 원형 튜브 구조
체를 형성시켜 강성 구조물로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토
사를 주입한 토목섬유 튜브 구조체는 기존 사석식 사면
구조물을 대체하고 있다. 토목섬유 튜브 구조체는 판형
토목섬유를 봉합 후 토사와 물을 혼합하여 주입하면 원형
구조체로서 방파제와 침식방지용 호안과 댐의 차수 및 성
토사면의 보호, 사석식 제체의 속채움 토사 유실을 방지
하기 위하여 주로 해안지역에서는 사면부에 널리 활용되
고 있다. 또한 하천슬러지와 같은 점성토를 토목섬유 튜
브에 주입하여 탈수를 통한 고형화를 도모하여 친수공간
조성사면에도 널리 활용되고 있다. 본 연구는 토목섬유
튜브 구조체 조성 시 필요한 물과 토사가 혼합되어 주입
시 토목섬유 원형 구조체 내부에서 물은 배수되고 토사가
퇴적과정을 거치면서 탈수가 조기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토목섬유 튜브 구조체 내부의 주입압력이 상승되므로 배
수가 보다 용이하고 세립토사의 배출을 최소화하는 토목
섬유 튜브의 제작이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기존 토목섬
유 튜브 구조체의 외겹인 토목섬유 재질은 판 재질이 동
일하게 생산되므로 일률적으로 인장강도 및 유효구멍크기
도 동일하다. 또한, ASTM (American Society for Testing
and Materials)에서 제시하는 토목섬유의 유효구멍크기도
미세립 토사의 유실을 피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200 통과
율이 5%이하로 제한되고 있어 유효구멍크기(AOS)를 작게

2. 토목섬유 튜브의 재질과 배수원리
토목섬유 별 투수시험 결과를 보면 Table 1에서 나타
낸 바와 같이 복합포와 직포의 유효구멍은 각각 145μm와
472μm이고, 주방향의 인장강도는 모두 185 kN/m이다. 투
수계수는 복합포의 경우 5.8×10-2cm/s이고, 직포의 경우
1.1×10-1cm/s로 나타났다. 투수계수는 폴리에스터(PE) <
복합포(PP + PE) < 폴리프로필렌(PP,필터) 순으로 투수계
수가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국내생산 복합포
는 세립분 유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겉감인 직포와 안감인
부직포로 구성되어 생산되고 있다. 복합포의 무봉합 인장
강도는 위사 178 kN/m, 경사 185 kN/m이고, 파괴 시 복합
포의 신율은 평균 13% 정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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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eotextile properties
폴리에스터
재 질
(PET)
보조방향
168.61
(위사)
인장강도
(kN/m)
주방향
176.10
(경사)
보조방향
13.70
(위사)
신 율
(%)
주방향
14.36
(경사)
유효구멍크기
315
AOS(ASTM 4751:mm)
투수계수
8.5×10-3
(ASTM 4491:cm/s)

법에 의한 실트의 입경 75㎛ 경계부보다 큰 입경이며, 모
래보다는 매우 작은 입경으로 이루어져 있고 주로 실트입
경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시료에 #100체 통과된 시료에
대한 입도분포곡선에서 중량통과백분율은 D50은 0.214mm로
실트와 모래의 입경 범위 0.074mm~2.0mm을 고려하면 매우
작은 세립모래에 해당되고 통일분류법으로는 #200 통과율
이 50%이하이므로 실트질 모래(SM)로 분류된다.

폴리프로필렌
(PP)
162.48
184.55
12.90
13.01
472
1.1×10-1

(a) Particle size distribution curve

(a) Polyester(PET)
(b) Polypropylene(PP)
Fig. 1. Domestic geotextile

(b)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Fig. 3. Properties of Saemangeum silty sand

4. 최적 배수 조절형 토목섬유 튜브 구조체 제작
과 실험 및 고찰

(a) Principle of geotextile tube structure injection dewatering - consolidation

Table 2. Composition cases of drainage-regulated type
geotextile tube structure
구분

튜브
직경

LTop

LBottom

구성
비율

T-1

40cm

PP

PET

15/85
(%)

T-2

40cm

PET

PP

50/50
(%)

T-3

40cm

PP

PET

50/50
(%)

T-4

40cm

PET

PP

85/15
(%)

(b) Drainage water flow of geotextile tube structure

(c) Geotextile tube structure components
Fig. 2. Characteristics of geotextile tube structure

3. 실험재료의 물리적 성질
Fig. 3은 새만금 내부에 퇴적된 실트질 모래(SM)에 대
해 SEM(Scanning Electron Microscope)으로 촬영한 결과
74.5∼203㎛의 입경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는 통일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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튜브 구조체
형상

Table 2는 점성토를 코아 재료로 활용한 최적 배수 단
면 토목섬유 튜브 구조체를 조성하기 위해 기초적인 실험
으로 배수 중심형 폴리프로필렌(PP)와 고인장 최소 배수
폴리에스터(PET)를 부분 주면으로 결합하여 단면 형상과
정을 실험에 의해 파악하고자 일련의 주입 및 배수실험을
실시하였다. 사용된 토목섬유는 폴리프로필렌(PP)과 폴리
에스터(PET) 두 가지 재질을 사용하였다. 상기 재료로는
새만금 실트질 모래를 토목섬유의 수직투수계수(cm/s)는
PP가 1.1×10-1cm/s, PET는 8.5×10-3cm/s로 약 100배정도
투수계수가 차이가 난다. 또한 제작튜브는 배수형 토목섬
유 튜브 구조체로 PP제품을 최소로 하부에 배치하여, 세
립토사 유출되는 부분을 최소화하고 배수를 탁월하게 하
여 상부의 액상토사에 발생하는 수평수압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배수를 원활하게 하도록 다양한 단면을 제작하였
다. 따라서, 토목섬유 튜브 구조체는 비배수형 PET와 배
수형 PP를 조합하여 제작함으로써 튜브 구조체체의 적정
배수단면이 조절되므로 세립분의 유출과 수압상승을 효율
적으로 조절할 수 있게 실용성을 검증하였다. Figs. 4, 5
는 다양하게 제작된 단면과 개발된 모형장치를 통해 실험
과정을 제시하였다.

(c) Setup of geotextile tube structure experiment
Fig. 4. Drainage-regulated type geotextile tube
structure experiment
Fig. 6는 토목섬유 튜브 구조체의 상단(Polypropylene)
와 하단(Polyester)을 달리하여 준설토 주입 시에 발생하
는 토압과 간극수압 값을 나타내고 있다. Fig. 6와 같이
주입 직후 튜브 구조체 내 중간부의 간극수압은 주입과
동시에 증가되며, 상단의 간극수압은 배수가 큰 토목섬유
부분이므로 주입과 동시에 배수가 원활하여 간극수압이
중간부보다 작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시간별 누적주입
량을 나타낸 것으로 주입시간과 함께 투입량의 누계는 증
가되고 있어 토목섬유 단면 구성에 의해 주입속도와 형상
을 제시하였다.

(a) Deposition and drainage of existing geotextile tube
structure

(b) Deposition and drainage of drainage-regulated type
geotextile tube structure

Fig. 5. Actual photos of drainage-regulated type
geotextile tube structure experiment

• 11 •

4. 결 론
본 연구에서 제안되는 배수 조절형 토목섬유 튜브 구
조체의 제작 시 외겹을 구성하는 토목섬유의 재질을 투수
성능이 큰 PP(Polypropylene, 고투수능)와 투수성능이 적
은 PET(Polyester, 저투수능)를 원주의 단면 비율에 따
라 조합하여 토사 주입시 형성되는 토목섬유 튜브 구조체
내부의 압력을 최대한 저감시키고 미세립 토사의 유실을
최대한 방지하고 토사 주입 시간도 절약할 수 있는 최적
단면의 도출을 통해 역학적으로 안정한 토목섬유 튜브 구
조체 제작과 조성시공기술을 실험에 의해 파악한 결과 상
단을 배수형 PP단면으로 조성하는 것이 주입압력을 감소
시킬 수 있고 파손을 방지할 수 있다.

(a) T-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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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형 합성CFT기둥-보 접합부의 내진성능
Seismic Performance of CFT Column-to-Beam Connections
with Asymmetric Diaphragms
이 강 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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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 제 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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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 Kang-Seok · Kwon, Yoon-Sang · Kyung, Jae-Hwan · Kim, Do-Bum · Choi, Sung-Mo
ABSTRACT
Unlike column-to-beam connections in reinforced concrete frames, column-to-beam connections are generally of the same type. Vertical load
(D.L + L.L) and horizontal load (wind load, seismic load) are not the same in the upper and lower flange stress history. In the case of beams
bonded to synthetic CFT columns, the tensile force is transmitted through the steel pipe column, and the compressive force is transmitted to
the filled concrete, so the seismic performance is excellent even if the column has a relatively thin cross section. Also, in case of beam the
composite CFT column, tensile force is taken by the steel pipe column, and the compressive force is caught by the inner concrete, and the
shape of the column joint can be changed. In this study, the stress distribution of buildings is investigated according to the size and
characteristics of the building, and the load history of the upper and lower flanges according to the building type is checked to show the
structural possibility of the Asymmetric Diaphragms joint.

Key Words: Asymmetric Diaphragms, steel joint, CFT, Structural behavior, Seismic performance

1. 서 론

최대 조합하중의 단부 접합부에서의 구조거동을 분석한 것이다.
KBC-S규준을 따른 6개의 하중조합 중 4개의 하중조합을 각각 단부
에서 선택 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각각의 하중조합에 따라 최대 압
축력이 작용하는 층이 다르며, 인장력이 작용하는 층이 없다는 것
을 확인할 수 있다.

현재 합성CFT기둥-보 접합부중 중간모멘트 골조의 표준상세가
명확히 제시되어있지 않아 현장적용 시 혼란과 합성기둥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연직하중과 수평하중이 조
합될 경우 상부 플랜지에 발생하는 인장력은 증가하고 하부에선 인
장력과 압축력이 상쇄되어 상하부 플랜지에 가해지는 응력의 차이
가 발생하여 단면이 차이가나는 다이어프램의 적용이 가능하다. 이
에 하중이력에 맞는 합리적인 상하이형 다이어프램 접합형식을 개
발함으로써 경제성 및 시공성 강화가 필요한 현실이다. 기존 연구
에서는 합성기둥-보의 접합부 상세 결정을 위한 유한요소해석과 단
순인장 실험을 수행하였다(Kim S.H., 2014). 선행된 연구결과를 토
대로 상하이형 다이아프램 사용의 가능성을 제시하는 것이 본 연구
의 목적이라 할 수 있다.

2. 접합부의 하중이력
2.1 건물별 접합부의 하중
구조물의 내진설계 시 구조물이 충분히 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지가 중요하다. 모멘트 골조에서, 연성도가 접합부에서의 소성변형
능력에 의해 주로 결정되므로 반응수정계수에 반응하는 연성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보-기둥 접합부의 상세가 이뤄져야 한다.
Fig. 1은 국내 건축물 중 KBC 내진규준에 의거하여 설계된 9개
의 고층건물과 2개의 중층 건물에 대해 분석한 값이다. 이는 층별

Fig. 1 The maximum stress of stratified joints by load
combinations of buildings

* 서울시립대학교 건축공학과 석사과정 E-mail: mool1lks@gmail.com - 발표자
** 한국전력기술㈜ 부장 ,서울시립대학교 건축공학과 박사수료 E-mail: kyscap@kepco-enc.com
*** ㈜제일테크노스 부장 , 서울시립대학교 건축공학과 박사수료 E-mail: 991150692@hanmail.net
**** ㈜액트파트너 과장 , 공학박사 E-mail: rlaehqja@naver.com
***** 서울시립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공학박사 E-mail:smc@uos.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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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상하이형 접합부의 가능성
철근콘크리트골조의 기둥-보 접합부와는 달리 강구조 기둥-보
접합부는 상하동형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연직하중(D.L +
L.L)과 수평하중(풍하중, 지진하중)상재 시 상부와 하부 플랜지의
응력이력은 동일하지 않다. 합성CFT기둥에 접합되는 보의 경우 인
장력은 강관기둥을 통해 전달하고, 압축력은 내부에 충전된 콘크리
트로 전달되어 비교적 얇은 단면의 기둥이라도 내진성능이 탁월하
다. 이에 상부 플랜지에 발생하는 인장력은 증가하고 하부에선 인
장력과 압축력이 상쇄되어 가해지는 응력에 차이가 생겨 기둥 접합
부 형태가 달라질 수가 있다.
Fig. 2는 접합부에서 부모멘트 작용 시 경향성을 보여준다. 앞
서 와 같이 조사결과 수평하중 작용 시 내진설계된 구조물은 접합
부의 하부 접합상세부분에서 인장력이 전혀 발생하지 않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External Diaphragms

External Asymmetric Diaphragms

Internal Diaphragm

Internal Asymmetric Diaphragm

Fig. 4 Seismic Performance Test Model

4. 결 론
기존 건물의 기둥-보 접합부 이력거동을 조사한 결과 상하이형
접합부는 구조물의 끝단부분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큰 압축력을 받
는 상부 보 플랜지와 인장력을 받도록 되어 있는 하부 보 플랜지는
상부보다 작은 인장력 또는 압축력을 받는 것으로 확인했다. 이와
같이 상하가 다른 하중이력에 순응하여 상부 보 플랜지 부분의 접
합상세와 동일하게 큰 인장력에 견디도록 설계할 필요가 없으며,
하부 플랜지의 간소화로 합리적인 접합상세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인장력은 강관기둥을 통해 전달되고 압축력은 내부에 충
천된 콘크리트로 전달되어 비교적 얇은 단면이라도 내진성능에 탁
월한 합성기둥-보 접합에서, 특히 하부의 단면 크기가 경제성·시공
성에 직결되는 외다이어프램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지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Fig. 2 Load combination

3. 상하이형 접합부의 내진성능
3.1 철골 접합부의 요구 내진성능
국내 합성구조는 내진성능을 고려한 합성구조와 고려하지않은
합성구조가 모두 사용되고 있으며, 미국과 일본 등의 내진설계를
그대로 적용하는것은 맞지가 않다. 또한 우리나라에선 접합부의 내
진성능을 확인할 수 있는 명확한 지표가 부족하다. KBC 2016 에
선 합성구조의 기준이 table. 1과 같으며 이에 만족하는 성능이 나
오는 것이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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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Seismic performance by Steel frame
분류
SMF(특수모멘트골조)
IMF(중간모멘트골조)
OMF(일반모멘트골조)

R(지진반응계수)
8
4.5
3.5

변위각
최소 0.04rad
최소 0.02ra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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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ially Restrained Composite CFT Column-to –Beam
Connection.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Steel
Construction, KSSC, Vol.24, No.1, pp.109-117 (in
Korean).

3.2 접합부의 내진성능 평가
다음 Fig. 3는 반복하중에 의한 내진성능을 평가하기 위하여 보
-기둥 모멘트 접합부의 내진성능 평가는 층간변위(θ)를 조절하여
가력하여 그린 하중이력 곡선을 상하이형 접합을 가정하여 그린 것
이며, Fig. 4는 상하이형 다이어프램 단면의 제시이다.

Fig. 3 Cyclic loading hist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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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골재를 사용한 50MPa 콘크리트충전 원형 강관(CFT)기둥의
압축성능
Compressive Performance of 50MPa Concrete Filled Circular Steel
Tube(CFT) Columns Using Recycled Aggregate
최 원 호*
Choi, Won-Ho

· 김 부 규**
· Kim, Bu-Kyu ·

송 종 욱***
· 김 선 희**** · 최 성 모*****
Song, Jong-Wook · Kim, Sun-Hee · Choi, Sung-Mo
ABSTRACT

Concrete using recycled aggregate instead of natural aggregate reduces environmental waste and is a future oriented
material. However, use of the structure is limited to negative recognition of recycled aggregate quality. In this study, 50
MPa concrete was developed using recycled aggregate. In order to verify the possibility of using as a column member,
we aimed to confirm the compressive behavior of RCFT (Recycled Concrete Filled Tube) columns filled with concrete
using recycled aggregate. Circular type steel pipe was used, and concrete strength (30, 40, 50MPa) and mixing ratio were
the experimental parameters. Through 72 specimen compression tests, 50MPa strength of recycled aggregate concrete was
confirmed and stable behavior of 9 RCFT columns was confirmed.

Key Words: Recycled Aggregate, CFT Column, Concrete Filled Tube

1. 연구 배경 및 목적

Table 1. Width-thickness ratio limits
Filled steel pipe
Unfilled steel pipe

순환골재는 콘크리트 폐기물에서 다시 재사용하기 위
해 파·분쇄, 선별, 분리공정을 거쳐 생산한다. 그러나
골재표면에 부착되어 있는 시멘트 페이스트는 낮은 밀도
와 높은 흡수율을 야기시키며 이는 콘크리트의 장기강도
에 영향을 미치는 Creep 및 Shrinkage를 초래하고 순환골
재 콘크리트 재활용율을 저하시킨다. 따라서 CFT강관내부
에 순환골재를 적용하는 것을 고안하였다. 이는 순환골재
콘크리트를 감싸고 있는 강관이 초기강도를 대신 받음으
로써 내부 콘크리트를 안전하게 발현시킬 수 있고, 강관
이 외부 영향을 저감시킴으로써 장기적으로 우수한 성능
을 낼 수 있도록 해준다. 따라서 CFT 내부에 순환골재 콘
크리트를 적용하기 위하여 자연골재를 100% 순환골재로
치환한 콘크리트의 예비배합을 통해 목표로 하는 배합강
도를 구하고, 순환골재콘크리트 충전강관기둥(RCFT)의 압
축거동을 실험을 통해 확인하고자 하였다.



Circle(D/t) 







-





 





조밀단면;    (1)
여기서,

              



 

 원형단면에서       
  



    

3. 순환골재 콘크리트 배합 및 RCFT압축실험
3.1 순환골재 콘크리트 배합과 50MPa 강도 발현
CFT 내부에 충전하여 RCFT기둥으로 활용하기 위한 순
환골재 콘크리트의 배합비율을 찾기 위해 배합실험을 진
행하였다. 먼저 실험변수로는 시멘트·분체의 배합비율과
순환골재 콘크리트의 압축강도이다. 보통 포틀랜드 시멘
트를 100% 사용한 배합과 실리카퓸과 플라이애쉬를 20:10
으로 섞은 두 가지의 배합, 30, 40, 50MPa의 3가지 콘크
리트 압축강도로 설정하였다. 본 배합에 앞서 총 3차례의
예비배합 실험을 진행하였다. Table 1은 실험변수를 토대
로 진행한 4가지 배합을 정리한 표이다. 순환골재에 포함

2. 순환골재 콘크리트 충전강관의 압축내력평가
본 실험체의 압축내력평가는 KBC2016에 따라 Table 1
과 같이 구분된다. 본 실험의 실험체로 사용되는 원형강
관은 모두 조밀단면이므로   (압축강도)는 식(1)과 같
다. 식(1)을 통해서 RCFT(Recycled Aggregate Concrete
Filled Tube) 기둥의 예상내력을 구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실험체의 최대하중과 비교하여 압축내력을 평가하였다.

* 학생회원․ 서울시립대학교 건축공학과 석사과정, E-mail: zxccwh@naver.com - 발표자
** 정회원․ 서한종합건축사사무소 전무 박사수료, E-mail: kimbk@suhhan.com
*** 정회원․ 목양디자인그룹건축사사무소 본부장 박사수료, E-mail: sjw@myeng.co.kr
**** 정회원․ 서울시립대학교 건축학부 연구교수, E-mail: sun@uos.ac.kr
***** 정회원․ 서울시립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E-mail: smc@uos.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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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배인 450mm로 Stub Column Test를 진행하였다. 실험변
수는 콘크리트 압축강도와 분체(Mix Type)의 비율에 따라
분류되었다. 실험체의 최대 하중값을 확인하고 좌굴형태,
압축거동을 분석하였다. Figure 3는 순환골재 콘크리트를
제작하고 원형CFT 내부에 타설하여 RCFT 기둥을 제작, 보
온 양생하는 사진이다. Figure 4는 RCFT의 기둥압축실험
을 통해 압축거동을 확인하는 사진이다. 모든 RCFT기둥은
5,000kN UTM을 사용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기둥의 최대
내력의 80%까지 하중-변위 측정을 수행하였다.

Table 2. The mix propotions and properties of recycled
aggregate concrete
28-day
Target
Silica
Fly
Cement
strength,
Type strength
Fume
Ash
W/C
(kg/   )
 (MPa)
,fck (MPa)
(kg/   ) (kg/   )
1
2
3
4

30
30
40
50

22.4
22.4
15.9
21.8

0
0
4.5
6.2

0
0
2.3
3.1

52%
52%
51%
49%

30.4
26.9
40.9
54.9

Table 3. Specimen list
No.  (MPa) Mix type D(b) x t (mm)
CA-1
X
CB-1
CB-2
30
OPC 100%
CB-3
CB-4
○-139.8×2.7
CC-1
40
CC-2
SP:FA =
20:10
CD-1
50
CD-2

Fig. 1 Specimen curing

Fig. 2

L (mm)

450

Experiment of Recycled Aggregate Concrete

되어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 직접 2~3번의 골재세
척작업을 진행하였다. 순환골재의 흡수율이 크기 때문에
표면수율을 측정하여 시방배합에서 현장배합으로 수정하
는 과정을 매번 실험할 때마다 수행하였다. 또한 순환골
재콘크리트를 강관충전용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배합을 진
행하면서 유동성에 대한 확인이 필요했다. 유동성을 판단
하는 방법으로는 KS F 2402를 바탕으로 평가하였고 일반
슬럼프가 아닌 플로우 슬럼프를 측정하였다. 목표 플로우
슬럼프는 500~700mm를 목표로 하여 고성능 감수제를 사용
하였다. Figure 1은 KS F 2403에 따라 지름100㎜, 높이
200㎜ 크기로 공시체를 제작하고, 수중 양생하는 사진이
다. 순환골재 콘크리트 공시체는 3일, 7일, 14일, 28일에
각각 3개씩 압축실험을 진행하였다. 압축강도는 3개의 실
험체의 평균값으로 산정하였다. 순환골재 콘크리트의 공
시체 압축강도 실험은 Figures 2와 같이 KS F 2405(콘크
리트 압축강도 시험방법)에 따라 매초 (0.6 ± 0.4)MPa의
압축응력 증가 속도로 가력하여 압축강도를 확인하였다.

Fig. 3 Recycled aggregate concrete filling CFT column
curing

Fig. 4 Production and Compression Experiment of RCFT

4. 실험결과
3.2 RCFT(Recycled
tube) 기둥압축실험

aggregate

concrete

filled

4.1 순환골재 콘크리트 강도 비교
Fig 5는 본 배합에서의 압축강도를 비교한 그래프이
다. 설계강도 30MPa의 2가지 타입의 콘크리트 각각
30.4MPa, 27MPa, 설계강도 40MPa 의 콘크리트는 40.9MPa,
설계강도 50MPa의 콘크리트는 54.9MPa를 발휘했다. 30MPa
의 Type 2의 배합을 제외하고 설계강도 이상의 강도를 발

순환골재 콘크리트를 채운 RCFT 기둥이 구조체 적용의
적절성을 파악하기 위해 총 9개의 실험체를 Table 3과 같
이 계획했다. 원형강관은 SPS260 강종의 2.7㎜의 강판을
용접하여 제작하였고 실험체의 길이는 직경 139.8mm의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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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c) CC-1,CC-2
(d) CD-1,CD-2
Fig. 6 CFT column load-displacement curve graph

Fig 5. Concrete mixture results
4.2 RCFT(Recycled Aggregate
Tube) 기둥 내력 분석 및 좌굴형상

Concrete

Filled
Fig. 7 Compressive failure mode of CFT column

각 실험체의 초기강성과 최대내력, 최대내력점에서의

5. 결론

변위를 Table 4에 정리하였다. 대부분의 실험체가 예상하

순환골재 콘크리트충전 CFT기둥의 구조적인 성능을 검
증하기 위해 먼저 순환골재 콘크리트의 배합을 찾고, 시
멘트 분체의 비율과 순환골재 콘크리트의 강도를 변수로
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1) 순환골재 콘크리트의 배합실험 및 압축강도 실험을
통해 골재를 순환골재로 100% 치환하여 강관충전용으로
적절한 배합을 찾았고, 50MPa까지 강도발현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2) RCFT기둥의 압축실험을 통해 구조적인 성능을 평가한
결과, 기존 내력식으로 계산된 예상내력과 실험최대하중
의 비율을 따져 평균화 한 결과 예상하중에 매우 근접한
결과(1.0)를 가진 것을 확인하였다.

중과 비슷하거나 이상을 발휘하였으며 모두 최대하중 도
달 후 국부좌굴이 발생하였다.
Table 4. Expermiental result
Expected
Pmax
Ki
δmax
Specimens
load(kN)[A] (kN)[B] (kN/mm) (mm)
CA-1
348.7
436.4
180.2
5.6
CB-1
827.9
900.6
210
16.1
CB-2
827.9
865.6
186.4
15.6
CB-3
787.3
914
321
14.5
CB-4
787.3
788.1
257
12.7
CC-1
955
789.6
306.8
7.4
CC-2
955
906.5
259.8
12.9
CD-1
1123.2
1127.9 307.6
6.3
CD-2
1123.2
1078.1 303.6
5.1
average

B/A
ratio
1.25
1.09
1.05
1.16
1.00
0.83
0.95
1.00
0.96
1.0

감사의 글
본 연구는 한국연구재단 이공학개인 기초연구지원사업
지원으로 (201706232002) 지원으로 수행되었으며 이에 감
사드립니다.

압축하중과 기둥의 변위 관계를 Fig 6에 나타내었다.
파란 선은 공칭강도에서의 예상내력(Table 4의 A)이고 빨
간 선은 재료시험 값을 적용한 예상내력(Table 4의 B)이
다. 원형강관과 각형강관의 실험체 대부분 예상내력을 넘
는 최대하중에 도달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Figure 7과
같이 실험체에 좌굴이 발생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a) CB-1,CB-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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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 보의 내진성능 확보를 위한 일방향 세폭직물 보강 성능평가
Evaluation of the Uni-Directional Narrow Fabric Reinforcement for the
Seismic Performance of RC Beams
신 상 영* · 장 준 호** · 김 승 직*** · 김 시 윤**** · 이 재 철*****
Shin, Sang-Young · Chang, Chun-Ho · Kim, Sung-Jig · Kim, Si-Yun · Lee, Jaechul
ABSTRACT
The paper presents an experimental study on shear behavior of RC beams retrofitted with Uni-Directional Narrow
Fabric to improve seismic performance. Experimental parameters include the type of fiber, spacing of the fiber, and the
ratio of transverse reinforcement. Also, Static loading test was performed on twelve shear-critical specimens. An
experimental result were analyzed to investigate the contribution of shear strength and failure modes of the specimens
retrofitted or strengthened with Uni-Directional Narrow Fabric compared to the non-retrofitted the specimen. In order to
derive the shear strength model according to the spacing of the fiber, the experimental results were compared with the
conventional shear strength model of RC elements retrofitted with FRP.

Key Words: FRP, Seismic Reinforcement, RC Beam, Uni-Directional Narrow Fabric, Shear Strength
현행 설계 기준에서는 FRP의 전단강도 기여분은 식 (1)과
같이   로 표현된다.

1. 서 론
최근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경주지진(2016)과 포항지진
(2017)과 같은 지진으로 인한 많은 구조물의 손상 및 붕
괴에 나아가 인명피해까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지진피
해의 경우 규모가 7.8의 네팔 지진(2014)에 의해 사망자
가 8,000명인 것에 반해 규모 8.8로 칠레 지진(2010)에
의한 사망자는 400명으로 지진에 대한 대비 수준에 따라
상이한 피해를 보인다. 하지만 국내 기존 구조물의 경우
이러한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않은 구조물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내진보강의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일방향 세폭직물을 활용하였다. RC보의 보강에 사용
한 일방향 고성능섬유의 경우 기존 UD Prepreg에 비해 취
급성, 보관성 및 배열의 안정성 등을 개선하였다. 성능평
가를 위해서 RC보의 정적재하실험을 통해 전단강도 기여
분을 산정하고 기존 FRP 보강에서 활용한 전단강도 모델
과 비교하여 일방향 세폭직물에 대한 전단강도 모델 산정
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자 한다.

(1)

      

FRP의 전단강도 기여분 산정을 위한 Triantafillou와
Khalifa at al(1999) 그리고 Chen and Teng(2003) 등이
연구를 수행했으며, Table 1에 정리된 A 전단강도 모델을
이용해 일방향 세폭직물의 전단강도를 예측했다.
Table 1. Shear transfer capacity of FRP
Investigators Shear transfer capacity of FRP (  ) (kN)
 ∙  ∙ cot  cotsin ∙
   ·



ACI 440

2. 전단강도 및 실험 개요

Khalifa and
Nanni

2.1 FRP 보강의 전단강도

  
   전단보강면적
   의탄성계수
  전단균열각도
  섬유각도
   간격

 ∙  sin  cos
  



    ∙ 
   유효높이
  보의파괴메커니즘에 대한 계수
 cot  cotsin

본 연구에서는 기존 FRP 보강 전단강도 모델을 통한
예측된 값과 실험값의 비교를 통해 일방향 세폭직물 보강
의 경향을 분석하고자한다. ACI 440과 Eurocode 2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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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en and
Teng


   ∙ ∙ 


   ∙ 
  파괴패턴계수
전단균열에 따른 변형률분포 및  보강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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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회원․ 계명대학교 건축토목학부 건축공학전공 교수, E-mail: sungjigkim@gmail.com
학생회원․ 계명대학교 건축학과 박사과정, E-mail: kimsiyun1989@gmail.com
비회원․ 재원건설(주) 대표, E-mail: jaewon161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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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수행하였다. 전단강도 모델에 의해 예측된 전단강도
대비 실험 전단강도를 Table 3에 나타내었다. 전체적으로
ACI 440과 Khalifa at al의 전단강도 모델에 의한 예측
값은 보수적으로 나타났으며, Chen and Teng 모델에서 실
험값과 유사한 값을 보였다.

2.2 실험개요
본 연구에서는 RC 보의 내진성능 향상을 위해 일방향
세폭직물을 활용한 보강을 통해 전단보강 성능평가를 수
행하였다. 또한 전단강도 기여분을 효율적으로 산정하기
위해 전단강도 유·무, 보강섬유의 부착간격, 섬유의 종
류 및 조직을 변수로 설정하여 Table 2와 같이 총 12개의
실험체에 대한 정적재하실험을 수행하였다. 콘크리트의
28일 압축강도는 28.7Mp, 실험체의 길이와 전단 경간비는
2,780mm 및 2.29로 동일하게 설정하였다.

Table 3. Experimental results and models predictions
Specimen
NF1-200
NF1-100
NF2-200
NF2-100
SF1-200
SF1-100
SF2-200
SF2-100

Table 2. Details of specimens
Specimen Stirrup Fiber Type spacing
NN-0
Non-Retrofit
NF1-200
1:1 Plain
NF1-100
1:1 Plain
NF2-200
3:1 Twill
NF2-100
3:1 Twill
SN-0
Non-Retrofit
SF1-200
1:1 Plain
SF1-100
1:1 Plain
SF2-200 D10@200 3:1 Twill
SF2-100
3:1 Twill
SC-200
Carbon Fiber
SA-200
Aramid Fiber

of fiber (mm)
Non
200
100
200
100
Non
200
100
200
100
200
200

ex p

ACI 440

Khalifa

(kN)

ex p 

ex p 

298.10
410.02
292.24
439.68
571.78
574.24
590.30
631.90

1.1148
1.1260
1.0928
1.2074
1.3719
1.1183
1.4163
1.2306

1.1813
1.2275
1.1581
1.3163
1.4233
1.1880
1.4694
1.3072

Chen and
Teng
ex p 

1.0077
1.0047
0.9879
1.0774
1.2844
1.0301
1.3260
1.1335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RC 보의 내진보강을 위해 일방향 세폭
직물을 적용하여 실험적 성능평가를 위한 정적재하시험과
효과적인 설계를 위한 전단강도 모델과 비교 분석하였다.
실험 결과에서 강도증진 측면에서는 전단철근이 없는 경
우 91%, 전단철근이 있는 경우 32%로 기존 CFRP와 AFRP
보다 높은 강도증진을 보였다. 또한 설계기준인 ACI 440
과 Khalifa et al와 Chen and Teng의 전단강도 모델의 분
석결과 ACI 440과 Khalifa at al 모델에서는 부착 간격에
따른 전단강도 기여분의 증가량이 선형적이고 보수적인
예측값을 보였다. Chen and Teng의 모델에서는 섬유 부착
간격에 따라 파괴 패턴계수 변화로 인한 비선형적 변화를
보였으며, 실험값과 가장 근사한 예측값을 보였다.

3. 실험 결과 분석
3.1 실험결과
본 실험의 결과로는 Fig. 1과 같이 일방향 세폭직물을
적용한 RC 보에서 무보강 대비 높은 전단강도를 보이고
있다. 전단철근이 있는 실험체의 경우 SF2-100에서는 32%
수준의 전단강도 증진효과를 보였으며, 전단철근이 없는
경우에서는 91%까지 증진효과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현재 섬유보강에 널리 사용되고 있는 탄소 섬유보다 높은
보강효과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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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eets.

균열결함 자동추출 육안조사 장비를 이용한
대구경 GFRP 하수관의 상태평가 기술 개발
Development of Condition Assessment Technology
for Large Diameter GFRP Sewer Pipes using Visual Inspection Device
with Automatic Crack Extrac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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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 condition assessment method using
visual inspection device with automatic crack extracting and real-time gas monitoring systems for large diameter
glass-fiber reinforced plastic sewer pip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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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a real-time gas
detection sensor for investigator safety were considered. By analyzing the module technology of the visual inspection
device, the test device and their software for system integration were developed. It is expected that the developed
technique inspecting conditions of the GFRP sewer pipes using the proposed visual inspection device in this study can be
effectively used for various types of underground structures in the future.

Key Words: condition assessment, GFRP, sewer pipe, visual inspection, crack extraction

2. 육안조사 장비의 설계

1. 서 론
최근 하수관로로 기인한 지반침하로 인한 도로함몰 등
피해가 발생됨에 따라, 기존 노후·불량 하수관로에 대한
선진화된 육안조사 기술이 요구되고 있다.
본 논문은 조사자 안전과 하수관로 상태의 정밀평가를
위한 육안조사용 장비 및 조사결과의 실시간 전송 시스템
의 개발과 관련된 것으로, 관경 800mm 이상의 인력에 의
한 육안조사가 가능한 대구경의 GFRP(Glass-fiber
Reinforced plastic) 유리섬유 복합관을 대상으로 하수관
로 상태의 정밀조사시 촬영장치로부터 취득된 관내부 영
상 데이터로부터 균열결함을 자동으로 추출하는 시스템,
조사자 안전을 위한 실시간 가스탐지 센서 및 조사품질
향상을 위한 조명장치를 탑재하는 육안조사용 조사장비의
모듈기술 분석 및 설계를 통해 상용화를 위한 육안조사
시험장비를 개발하였으며, 장비 운용과 조사결과의 전송
을 위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였다. Fig. 1에서는 개발된
육안조사장비를 이용한 대구경 하수관의 조사절차 개요를
보여주고 있다.

2.1 육안조사 시험장비의 설계

Fig. 1 Inspection scheme of sewer pipe inspection
using visual inspection device
육안조사 장비는 무선통신을 기반으로 결함부위 정밀
검출, 조사위치 정보 획득, 조사자 안전을 위한 유해가스
모니터링, 조사결과 분석/저장 및 보고서 생성 등의 노후
하수관로 조사업무의 지원기능을 통합한 핸드-헬드
(hand-held)형 시스템으로 설계를 수행하였다. Table 1에
서는 육안조사 장비의 주요 구성모듈과 그 기능을 보여주
고 있으며, Fig. 2에서는 육안조사 장비의 시제품의 설계
를 보여주고 있다.

* 정회원․ ㈜케이엠티엘 기술연구소 이사, E-mail: kmtl.park@gmail.com - 발표자
** 정회원․ ㈜케이엠티엘 기술연구소 상무
*** 정회원․ 가천대학교 토목환경공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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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실시간 가스 모니터링 시스템
육안조사 장비의 가스 모니터링 모듈은 ‘밀폐공간 질
식재해예방 안전작업 매뉴얼’에 따라 산소(O2), 황화수
소(H2S), 일산화탄소(CO) 및 가연성 가스의 4대 유해가스
의 맨홀 및 하수관로 내 실시간 모니터링을 위한 것으로,
작업 전 측정된 가스 농도는 기준 농도 이하이나 작업 중
하수관로 내부 진입시 저부의 스컴(scum) 또는 퇴적물(오
니, 슬러지 등)의 교랸으로 인한 유해가스 농도의 급격
증가에 따른 조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개발하였다.
Fig. 3에서는 본 연구의 실시간 가스 모니터링 시스템 개
요도를 보여주고 있다. Fig. 4에서는 육안조사용 시험장
비에 장착되는 실시간 가스 모니터링 모듈 및 소프트웨어
의 구동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2.3 균열결함 자동추출 시스템
하수관 육안조사 장비의 균열결함 자동추출은 (1)카메
라 모듈을 통한 영상 획득; (2)균열추출 처리; (3)균열인
식 처리; (4)균열 폭 측정; (5)균열 길이 집계; (6)결과
표시의 절차로 이루어지며, 육안조사 장비의 통합운용 소
프트웨어 제작시 카메라 모듈을 통해 촬영된 하수관로 조
사영상을 기반으로 균열결함을 감지하고, 균열의 형태 및
폭 등의 정보를 자동추출하여 표시한다. Fig 5에서는 영
상처리기술(image processing technique)의 균열인식 알
고리즘(crack recognition algorythm)을 이용한 육안조사
장비의 균열결함 자동추출 절차를 보여주고 있다.
이미지
균열정보
캡처 ⇒ 이진화 ⇒ 모폴로지 ⇒ 균열인식 ⇒ (폭/길이)
(전처리)
추출

Table 1. Components of visual inspection device
구성모듈
촬영부
(카메라)
가스 검출부
(가스센서)
조사위치
수신부(GPS)
조명부
(LED)
통합운용
소프트웨어

기 능
하수관로 상태 및 결함이상 부위의 고해상도
영상취득
산소(O2)와 유해가스(황화수소, 일산화탄소
등)의 실시간 탐지 모니터링
하수관로 조사위치 수신(인입지역, 맨홀)

Fig. 5 Automatic crack extraction using IPT(image
processing technique)

조사업무 편의성 및 조사품질 향상을 위한
고성능 LED조명 이용
장비제어, 대상관로 정보수신, 결함 추출/분석
및 조사결과 보고서 작성의 조사작업 일괄처리

3. 육안조사 장비 시작품 제작
설계된 핸드-헬드형 육안조사 장비의 시작품은 태블릿
PC, 가스 모니터링 모듈 및 LED 조명모듈을 이용하여 제
작되었다. 시험장비는 경량의 알루미늄 프로파일을 프레
임으로 촬영모듈과 소프트웨어를 탑재한 태블릿 PC를 탑
재하고 있으며, 상단에 약 1,500루멘 이상의 광량을 가지
는 LED조명을 설치하였고, 개발된 가스 모니터링 센서 및
무선통신 모듈을 장착하여 제작하였다. Fig. 6에서는 제
작된 육안조사 시험장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Fig. 2 Design of visual inspection device

전면부
(Front view)

Fig. 3 Scheme of wireless gas monitoring system
후면부
(Rear view)

Fig. 4 Real-time gas monitoring module of test device

Fig. 6 Completed test device for visual inspec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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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장비 제어 및 조사결과 전송 시스템 개발

개발된 하수관로 육안조사 장비의 통합운용을 위한 소
프트웨어는 “하수관로 정밀조사 매뉴얼(환경부, 2015)”
에서 제시하는 하수관로 육안조사 절차에 따라 육안조사
장비를 제어하고, 조사정보를 입력, 조사작업을 수행하는
전 단계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 최종적으로 정밀조사
집계표와 조사 보고서를 생성하여 서버에 저장할 수 있도
록 하였으며, 소프트웨어 알고리즘은 조사자의 로그인에
서 관로정보의 수신, 조사작업 및 보고서 생성/송신의 일
련의 조사절차를 기반으로 개발되었다.
Fig. 7에서는 장비 제어 및 조사결과 전송을 위한 시
스템의 업무절차를 보여주고 있으며, Fig. 8에서는 개발
된 소프트웨어의 주요화면을 보여주고 있다.

Fig. 9 Inspection work for the test sewer pipe during
field applicability test

Fig. 7 Work flow of sewer pipe inspection software

Fig. 10 Handling of test data using visual inspection
device at the test site
육안조사 장비 시험제품의 현장시험시 가스센서 모듈
의 가스 모니터링 성능시험을 수행하기 위해 조사시점(토
출구)에서 하수암거 내 구간종점(145m지점)까지 조사작업
을 진행하면서 취득된 실시간 가스측정 데이터를 분석하
였다.
측정된 가스농도의 분석결과, 지상부 노출된 하수암거
의 특성상 산소농도는 정상치인 20%를 계속 유지하고 있
으나 일산화탄소(CO), 황화수소(H2S) 및 메탄(CH4)의 가스
농도는 지속적으로 검출되었고, 각 유해가스의 기준농도
범위 내에서 측정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가스센서 모듈
의 모니터링 시스템은 하수관로 조사작업시 유해가스 농
도의 변화를 감지하고 이에 대비하여 조사자의 안전을 확
보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Fig. 11에서는 시험대상
구간 조사작업시 측정된 유해가스의 농도변화를 보여주고
있음.

Fig. 8 Screen shots of sewer pipe inspection software

5. 현장 적용성 평가
제작된 육안조사 장비 시험제품의 사용성 및 적용성
평가를 위해 현장시험을 수행하였다. 시험대상 하수관로
는 서울시 구로구 도림천변 하수암거(B=2.3m, H=2.5m)로
서 토출구 측에서 진입하여 내부 145m구간에 대해 조사작
업을 수행하여 개발된 시험제품의 사용성 및 적용성을 평
가하였음. Fig. 9에서는 현장 적용성 평가시 육안조사 장
비를 이용한 조사작업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Fig. 10
에서는 조사작업 중 결함이상 항목을 입력하는 모습을 보
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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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반침하 예방을 위한 기존 노후·불량 하수관로의
상태평가 및 신설 GFRP 하수관의 시공품질관리에이
용될 수 있으며, 기타 다양한 형태의 지하구조물의
점검 및 조사업무에 지능형 육안조사장비로 효율적
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감사의 글
(1) 일산화탄소(CO)

본 연구는 환경부 환경정책기반공공기술개발사업
(E416-00070-0603-0)지원으로 수행되었으며 이에 감사드
립니다.

References
Yanaguchi, T., Hashimoto, S. (2010), Fast crack
detection mehod for large-size concrete surface
images
using
percolation-based
image
processing, Machine Vision and Application,
pp.797~809
지기환 외 (2014), 디지털 영상처리 기술을 활용한 콘크
리트 시설물 외관 스캐닝 조사 방법, 콘크리트 학
회지, Vol26 No.6, pp.60-63
지기환 외 (2014), 스캐닝기법을 활용한 지하구조물의 정
밀안전진단 사례, 한국구조물진단유지관리공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Vol.2014 No.10, pp.110-113
최만용 외 (2006), 영상처리기법을 이용한 구조물 균열검
출시스템의 특성 및 신뢰성 검증, 한구구조물진단
학회 학술발표회논문집, Vol.10 No.1, pp.437~442
서울시 도로관리과 (2014), 도로함몰 특별관리대책
환경부 생활하수과 (2015), 지반침하 대응 하수관로 정밀
조사 매뉴얼
한국산업안전공단 (2016), 밀폐공간 질식재해예방 안전작
업 매뉴얼

(2) 황화수소(H2S)

(3) 메탄(CH4)
Fig 11. Gas monitoring result at the test site

6. 결론
본 논문에서는 대구경 하수관거 및 하수암거의 상태평
가를 위한 육안조사를 위해 개발된 육안조사용 장비의 설
계, 제작 및 실시간 가스 모니터링 시스템의 개발내용을
기술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1) 무선통신을 기반으로 결함부위 정밀검출을 위한 카메
라 모듈, 조사위치 정보 획득을 위한 GPS모듈, 조사
자 안전을 위한 유해가스 실시간 모니터링 모듈로 구
성하여 통합운용을 위한 하수관로 육안조사용 시험장
비를 설계하였다.
(2) 하수관로 조사시 조사자 안전을 위한 실시간 유해가
스 모니터링 시스템은 산소(O2), 황화수소(H2S), 일
산화탄소(CO) 및 가연성 가스의 4대 유해가스를 탐지
할 수 있도록 가스센서 및 실시간 정보 송수신이 가
능하도록 개발되었다.
(3) 육안조사 장비는 관경 800mm 이상의 인력에 의한
육안조사가 가능한 대구경의 GFRP 하수관의 정밀상
태 조사를 위해 개발되었으며, 균열결함 자동추출
및 유해가스 모니터링, LED조명 등 육안조사를 통
한 GFRP 하수관의 상태평가를 통해 하수관로 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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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신소재구조의 거동해석 및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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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RP 복합재의 전단탄성계수 예측
Prediction of Shear Modulus of Elasticity PFRP Composite
김 수 영* · 서 재 훈** · 김 학 군*** · 김 선 희**** · 윤 순 종*****
Kim, Soo-Young · Seo, Jae-Hoon · Kim, Hak-Goon · Kim, Sun-Hee · Yoon, Soon-Jong
ABSTRACT
In this study, we investigated the shear properties of pultruded fiber reinforced polymer plastic (PFRP) composites.
Especially, we focused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hear properties of PFRP and other mechanical properties of PFRP
composites by comparing the experimental results with the theoretical results. We compared the shear characteristics
obtained by the tensile test and calculated from the theoretical equation proposed in previous work. It was found that the
shear modulus of elasticity predicted by using the theoretical formula is close to the shear modulus of elasticity obtained
by the 45° off-axis tensile test.

Key Words: mechanical property, shear characteristic, tensile test, experimental, theoretical, PFRP

1. 서 론
섬유보강복합재(Fiber Reinforced Polymer, FRP)는 제작방
식에 따라 역학적 성질이 달라진다. 특히, 펄트루젼 방식
으로 제작된 FRP (Pultruded FRP, PFRP)는 제작공정의 특
성상 섬유배치방향 및 섬유배치직각방향의 역학적 성질의
차이가 발생하는 직교이방성 재료이다. 이러한 재료의 역
학적 성질은 실험을 통해 측정될 수 있지만, 섬유함유량,
섬유배치방향 등의 변수가 변경되면 추가적인 측정이 필요
하기 때문에 경제성 측면에서 섬유보강복합재의 역학적 성
질을 예측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이 연구는 전단특
성과 다른 역학적 성질 간의 관계를 실험과 기존연구자들
이 제시한 이론적 예측식을 사용하여 조사하고 결과를 비
교하였다.

Fig 1. Tensile test in 45° off-axis direction

3. 이론식을 이용한 PFRP의 전단강도 예측
이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두가지 이론식을 통
해 PFRP의 전단탄성계수를 예측하였다. 먼저 전단탄성계
수에 미치는 영향이 섬유와 레진이 동일하다고 가정한 혼
합물의 법칙(Rule of mixtures)인 식 (1)을 통해 직교이
방성복합재료의 전단탄성계수(  )를 예측할 수 있다.

2. PFRP의 전단강도 측정
전단탄성계수를 측정하기 위하여 ASTM D 3518/3518M에서
제시한 방법으로 시험하였다. 시편의 섬유용적비(  )는


  
  

41.19%이며 크기는 시편의 크기와 시험기준을 고려하여
폭(  ) 25 mm , 길이(  ) 25 mm 이며 두께()는 5 mm 로
결정하였다. 시험 시편과 시험에서 얻은 응력-변형률곡선
은 Fig. 1에 나타내었으며 결과는 Table 1에 정리하였다.
Table 1. Results of Tensile test in 45° off-axis direction
Maximum stress Shear modulus of
( MPa)
elasticity ( GPa)
Tensile test in 45°
off-axis direction
24.50
5.13
(ASTM D 3518/D 3518M)

여기서, 와  는 각각 전단탄성계수와 용적비를 나타
내며 와  은 섬유와 레진을 의미한다. 각각의 값은
Schwartz (2009)가 제시한 값을 이용하였으며 Table 2에
나타내었다.

* 학생회원․ 홍익대학교 토목공학과 석사과정, E-mail: civilksy@gmail.com - 발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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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Table 2. Predicted shear modulus of elasticity
by equation (1)











( GPa)

( GPa)

()

()

( GPa)

30.21

1.5

41.19

58.81

4.42

      
      
      
         
  
         

(3)

Table 3. Predicted shear modulus of elasticity
by equation (3)

또한 Jones (1999)는 섬유배치가 전단강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였다.  는 섬유 사이에 접촉되어 있는 정
도를 나타내며 Fig 2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값이 1에
가까워질수록 접촉이 많이 되어있는 것을 뜻한다.







0.22

0.33

0.32


( GPa)
5.15

4. 결과분석 및 결론
시험을 통해 얻은 시편의 전단탄성계수와 두 개의 이론식
을 이용하여 예측한 전단탄성계수의 차이()는 Table 4
와 같이 각각 –13.84%와 0.39%로 확인된다. 이를 통해 이
론식으로 전단탄성계수를 예측할 경우 섬유 사이의 접촉
을 고려하는 것이 타당함을 알 수 있었고, 이와 같은 예
측이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Fig 2. Extremes of fiber contiguity
섬유사이의 접촉을 고려한 횡방향 탄성계수(  )는 식
(2)를 통해 계산된다. 여기서 와  는 각각 푸아송비,
체적탄성계수를 의미하며 식 (1)의 계산과 같이 Schwartz
가 제시한 값을 사용하였다. Table 2에 제시되어 있는 값
외의 수치는 Table 3에 예측한 전단탄성계수와 함께 정리
하였다.

            

           
×    
         
          

         







Table 4. Comparison of the shear modulus of elasticity


( GPa)

Difference
()

Test

5.13

-

Prediction using equation (1)

4.42

-13.84

Prediction using equation (3)

5.15

0.39

Description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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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2)를 이용하여 시편의 섬유 사이 접촉 정도(  )를
알아내기 위하여 횡방향 탄성계수(  )의 실험값이 필요
하다. 따라서 ASTM D3039/D 3039M의 기준으로 횡방향 인
장강도시험을 실시하였으며 시편과 응력-변형률곡선은
Fig 3에 나타내었다.

References
ASTM D 3039/D 3039M (2000) Standard Test Method for
Tensile Properties of Polymer Matrix Composite
Materials , West Conshohocken, ASTM International
ASTM D 3518/D 3518M (2001) Standard Test Method for

In-Plane Shear Response of Polymer Matrix
Composite Materials by Tensile Test of a ±45°
Laminate, West Conshohocken, ASTM International.
Jones, R. M. (1999) Mechanics of Composite Materials
Philadelphia, Taylor and Francis
Schwartz, M. M. (2009) Smart Materials ,Boca Raton,
CRC Press
Seo, J. H. (2017) Tension and Shear Characteristics
of Pultruded Fiber Reinforced Polymer Composite
Materials, Master Thesis, Department of Civil

Fig 3. Tensile test in transverse direction
인장강도시험과 식 (2)를 이용하여 섬유 사이 접촉 정
도를 얻어낼 수 있었다. 또한, 식 (3)을 통하여 예측한
PFRP의 전단강도는 Table 3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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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단면리브에 의해 종방향으로 보강된 복합 적층판의 좌굴 거동 해석
Analysis on the Buckling Behavior of Laminated Composite Shell
Longitudinally Stiffened by Closed-section Ribs
Arriane Nicole Andico* · 이상형** · 최 병 호***
Arriane Nicole Andico · Lee, Sang-Hyeoung · Choi, Byung-Ho
ABSTRACT
Using closed-section ribs as longitudinal stiffeners have been proven to be an effective system for axially compressed
members, however, studies on the application of these on laminated composite shell are insufficient. Thus, this study aims
to evaluate the buckling behavior of the laminated composite shell when closed-section ribs were applied as longitudinal
stiffeners. The effect of the rotational stiffness of the closed-section ribs on the buckling modes and strengths will be
determined in this paper. The three-dimensional finite element modeling were set up using ABAQUS and a series of
eigenvalue analysis were conducted, applying eight layers of the layup [(0°)4]s, [(45°/-45°)2]s and [(0°/90°)2]s on the
orthotropic plates. Through the parametric studies, the increasing effect on the elastic buckling strengths due to the
rotational stiffness are numerically verified, and the buckling strength of a longitudinally stiffened shell with a laminated
composite material were compared with that of the isotropic material.
Key Words: Closed-section rib, Buckling strength, Stiffened shell, Laminated composite shell, Longitudinal stiffener
finite element modeling. The model of this study is
shown in Fig. 1, in which the closed-section rib is cut
in half, and the sectional dimensions of the longitudinally
stiffened curved panels are presented in Table 1. They
are considered based on the model cases where the
originally design isotropic material was used.  means
the radius of curvature,  is the net spacing between

1. Introduction
Composite laminates has high structural efficiency and
can be used to adjust the required stiffness and strength
according to the fiber orientation angle and the order of
lamination (Hwang et al., 2013; Choi et al., 2012).
Moreover, applying closed-section ribs as longitudinal
stiffeners have shown a significant increase in the local
buckling strength, mainly due to its rotational restraint
(Choi and Kim, 2016; Choi et al., 2015; Choi, 2013; Choi
and Choi, 2012). Thus, in order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the rotational restraint stiffness of the closed-section ribs
on the buckling strength of a curved panel with composite
laminate material under uniaxial compression, numerical
analysis was carried out. In addition, parametric studies
was conducted according to the lamination angle of the
ply, and the eigenvalues and buckling modes are examined
through finite element analysis. Consequentl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buckling behavior, which
is the buckling mode and strength of the laminated
composite shell according to the rotational stiffness of the
closed-section ribs and compare to the curved panel with
isotropic material.

the longitudinal stiffeners,  is the width of the lower
end rib,  is the width of the upper end rib,  is the
thickness of the curved panel,  is the thickness of the
u-rib and  is the height of the u-rib.

Fig. 1 U-rib stiffened curved panel model

2. Numerical Analysis

2.2 Finite Element Analysis

2.1 Analytical Model

The finite element analysis was performed using the

A series of parametric studies were performed throu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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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Sectional dimensions of stiffened curved
WR
WT
R
WS
(mm)
(mm)
(mm)
(mm)
364
162
112
2500
405
162
112
3500
364
243
168
4500
405
243
168

panels
h
(mm)
105
105
158
(a) Isotropic

158

four-node plane element S4R5 provided by the general
structural analysis program ABAQUS. Fig. 2 shows the
finite element mesh and the boundary condition of the
model, while the material properties are shown in Table
2. To evaluate the increasing effects on the local plate
buckling strength due to the rotational stiffness,
eigenvalue analysis was performed by varying the
sectional dimensions, thicknesses and lamination angles.
In this paper, the lamination angle and ply number of
the composite laminates are applied as [(0°)4]s,
[(45°/-45°)2]s and [(0/90°)2]s. Composite layer members
were constructed using the composite layups function of
ABAQUS CAE to apply layup orientation as designed.

(c) [(45˚/-45˚)2]s
(d) [(0˚/90˚)2]s
Fig. 3 Buckling behavior according to lamination angle
Table 3. Numerical analysis results
Ply
WS
WR
tp
tu
orientation (mm) (mm) (mm) (mm)
10
405 162
10
20
30
10
364 162
10
20
30
[(0˚)4]s
10
405 243
10
20
30
10
364 243
10
20
30
10
405 162
10
20
30
10
364 162
10
20
30
[(45˚/-45˚)2]s
10
405 243
10
20
30
10
364 243
10
20
30
10
405 162
10
20
30
10
364 162
10
20
30
[(0˚/90˚)2]s
10
405 243
10
20
30
10
20
364 243
10
30

Fig. 2 Boundary condition
Table 2. Material properties
Properties
E11
E22
G12
G13
G23
v12

(b) [(0˚)4]s

Value
138,000 MPa
8,960 MPa
7,100 MPa
7,100 MPa
7,100 MPa
0.3

3. Analysis Results
The buckling mode shape obtained from this numerical
analysis is shown in Fig. 3. As can be seen, if the U-rib
section has sufficient stiffness, a fixed point is formed on
the panel reinforced at the location where the
closed-section ribs are installed and local buckling
behavior is expected. From the results of the analysis,
the buckling mode of the laminated composite curved
panel is generally a local buckling at the cross section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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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r
(MPa)
94.29
108.42
113.26
110.62
128.90
135.17
88.28
106.48
112.41
100.68
125.66
133.70
186.78
209.41
216.30
218.46
250.00
258.87
185.51
211.88
218.92
204.45
252.86
261.95
167.18
191.75
198.35
194.87
227.65
235.84
161.42
190.82
198.80
185.77
225.30
235.47

MODE
PB
PB
PB
PB
PB
PB
PB
PB
PB
PB
PB
PB
PB+GB
PB
PB
PB+GB
PB
PB
PB+GB
PB
PB
GB
PB
PB
PB+GB
PB
PB
PB+GB
PB
PB
PB
PB
PB
PB
PB
PB

4. Conclusion
This study has examined the buckling behavior of the
laminated composite curved panel longitudinally stiffened
by closed-section ribs under uniaxial compression.
Numerical analysis of the orthotropic plates showed the
variation of the buckling strength according to the
rotational stiffness of the closed-section ribs and the
lamination angles of the ply. Comparison of the buckling
behavior of the curved panel with laminate composite
material to that with isotropic material showed that the
former has significantly lower strength, while the
buckling mode and strength also changes depending on
the lamination angle and thickness of the ply.

(a) Isotrop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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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45˚/-45˚)2]s

(d) [(0˚/90˚)2]s
Fig. 4 Buckling strength along with rotational stiffness
the plate which constitutes the U-rib, as presented in
Table 3. The buckling strength increases as the thickness
of the ply increases and it can also be observed that
there is a greater buckling strength when a laminate is
an angle-ply laminate ([(45°/-45°)2]s) and has buckling
mode that is a little different as compared to a cross-ply
laminate. As shown in Fig. 4, the buckling strength
along with the rotational stiffness of both the isotropic
and the laminated composite curved panel has a similar
tendency or trend, but that with laminated composite
material has significantly lower buckling streng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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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나노튜브로 합성된 복합신소재 적층구조의 동적 안정성
Dynamic Instability of Laminated Structures Made of Advanced
Composite Materials Reinforced by Carbon Nanotubes
이 상 열* · 사 봉 권**
Lee, Sang-Youl · Sa, Bong-Kwon
ABSTRACT
We carried out a dynamic instability assessment of carbon nanotube reinforced composite (CNTRC) and carbon
nanotubes/fiber/polymer composite (CNTFPC) skew plates based on the high-order shear deformation plate theory (HSDT).
The multiscale interactions between carbon nanotube (CNT) ratios and skew angles on the dynamic instability for various
length-thickness ratios are studied using a two-dimensional finite element model developed for this study. The results
were verified by those reported in the literature show the interactions between the CNT reinforcement and skew angles in
the skew laminate. Numerical examples show the importance of CNT reinforcement when assessing the dynamic
instability of CNTRC and CNTFPC skew plates.
Key Words: carbon nanotubes, CNTFPC, skew angles, dynamic instability

1. 서 론

2. 멀티 스케일 이론

탄소나노튜브(CNT)는 나노기술 개발의 주요한 역할을
해왔으며, 최근에는 각종 구조물의 보강을 위한 용도로
기존의 복합소재에 합성하여 적용하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탄소나노튜브는 역학적 측면에서 탁월한 강성 및
강도를 갖으면서 전기적 전도성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다
기능 재료(multi-functional material)로서 주목받고 있다. 탄
소나노튜브는 단일벽 탄소나노튜브(single-walled carbon
nanotubes, SWCNT)와 다중벽 탄소나노튜브(multi-walled
carbon nanotubes, MWCNT)로 구분된다. 이중 MWCNT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단가로 적용할 수 있으므로 토목구조
물의 보강용으로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CNT를 복합재와 유사하게 합성하는 방법은 기존 레진
에 CNT를 합성하여 보강하는 CNTRC 구조가 있으며, 주
로 점진기능재료(functionally graded material)로 사용한다(
Shen and Zhang, 2010). 그러나 고가의 CNT만으로 보강하
는 것은 경제적 측면에서 비효율적일 수 있다. 다른 방법
은 레진에 CNT를 1차 합성하고 이후 탄소섬유 또는 유리
섬유를 함침하여 2차 보강하는 것으로 CNTFPC로 정의하
며 이는 경제적 측면에서 CNTRC보다 효율적이다.
CNTRC 또는 CNTFPC 구조에 대한 나노기반의 재료적 물
성 연구는 활발하게 수행되었으나, 멀티스케일 기반의 역
학적 거동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미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CNT 함유량에 따른 CNTFPC 구조의 동적
안정성 연구를 수행한다. CNT는 적은 함유량 만으로도
구조물의 역학적 거동을 크게 좌우할 수 있다. 따라서 매
개변수 수치해석은 경사각을 갖는 Skew 구조에 대하여
CNT 함유량 및 경사각 각도 변화에 따른 동적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수행한다.

Fig. 1은 CNTFPC 구조의 멀티스케일 해석 기반의 프로
세스를 보여준다. 먼저 레진과 탄소나노튜브의 합성은 마
이크로 역학기반의 Halpin-Tsai 모델을 적용하여 수행된다.
이후 섬유에 의한 2차 보강은 Hewitt-Malherbe에 의한 이
론식을 적용하며, 최종적으로 매크로 스케일의 CNTFPC
구조가 완성된다.

* 정회원․
** 정회원․

Fig. 1 Process for multi-scale analysis of CNTFPC

3. 동적 안정성 해석
적층판의 동적안정성 해석은 다음과 같은 정적하중과
주기함수형태의 동적하중이 조합된 면내 하중 에 대
하여 수행된다.
    cos     cos

(1)

여기서,  은 정적좌굴하중을,  와  는 정적 및 동적

안동대학교 토목공학과 부교수, E-mail: lsy@anu.ac.kr - 발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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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났다.

매개변수를, 는 하중 의 동적 부분의 고유진동수를
각각 의미한다. 식(1)을 고유치 문제 형태에 대입하여 정
리하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cos
    

   ⋯ 

(2)

여기서,    이고, Nonconforming 요소에 대하
여         , 그리고   를,  는 절점
당 변위를 각각 의미한다.
식(12)는 Mathieu-Hill 형태의 방정식으로 정의하며, 이
는 주기적 면내하중을 받는 판에 대한 비선형 안정 혹은
불안정성을 나타낸다. 불안정에 대한 영역은 주기 T와 2T
를 갖는 주기해를 사용하여 산정하게 된다(Bolotin, 1964).
일반적으로 주기 2T를 갖는 주불안정 영역의 경계는 주
기 T를 갖는 영역보다 실용적으로 더 중요한 의미를 갖
는다(Bolotin, 1964; Sahu and Datta, 2002). 주기해는 다음
과 같은 Fourier 함수를 사용하여 나타낼 수 있다.

Fig. 2 Dynamic instability boundary of symmetric
cross-ply CNTFPC plates for increased skew angles.

4. 결과 요약 및 결론

∞



 sin    cos  
 


  



(3)
본 연구에서는 멀티스케일 기반의 탄소나노튜브/레진/
복합섬유의 합성으로 구성된 CNTFPC 구조에 대하여 경
사각도 및 CNT 함유량 등에 따라 동적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수치해석 결과, CNT의 적은 함유량으
로도 전체 CNTFPC 구조의 동적 안정성에 큰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CNT의 우수한 역학적 특성을 최
적화하여 기존의 복합소재를 보강한다면 동적 특성을 크
게 제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식(3)의 급수 첫 번째 항을 고려하여 식(14)에 대입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0

(4)

윗 식에 대하여 Non-trivial 조건은 다음과 같다.

det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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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치해석 예제
Fig. 2는 Cross-ply 적층된 CNTFPC 판에 대한 경사각도
변화에 따른 동적 안정성을 비교한 것이다. 여기서, C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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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에폭시 레진에 CNT를 합성하였으며, 유리섬유로 보강
한 경우이다. 그림에서와 같이 경사각도의 증가에 따라서
강성이 증가하여 출발 진동수가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
다. 반면, 동적 불안정 영역의 면적은 경사각도에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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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FRP 복합재료 프레임으로 시공된 방음벽의 강풍 취약도 평가
Evaluation of Wind Fragility of Soundproof wall constructed by
GFRP Composite Frame
김성도* ·Sim ViriyaVudh** · 곽용주*** · 전오현**** · 정우영*****
Kim Seong do · Sim Viriyavudh · Kwak Yong ju · Jeon Oh hyeon · Jung Woo young
ABSTRACT
Recently, the damage caused by typhoons and strong winds are increasing due to the world climate change. Considering
the vulnerability of structure to strong wind disaster, in this study, we focused on the soundproof wall among vulnerable
wind facilities. GFRP was chose as the reinforcement frame among the components of the soundproof wall. The modeling
of the soundproof wall was made using the finite element commercial analysis program ABAQUS and the resistance
performance was estimated through the optimal model analysis of the soundproof wall. Wind loads were calculated using
Monte Carlo Simulation. Finally, wind fragility evaluation was performed to predict the degree of damage of the GFRP
frame soundproof wall. It is necessary to verify the performance of the GFRP frame through comparison with the
aluminum frame which is generally used in the construction of the soundproofing wall.
Key Words: GFRP, Soundproof wall, ABAQUS, Monte Carlo Simulation, Wind fragility

2. 방음벽 모델링 및 저항성능 산정

1. 서 론
최근 세계적으로 지구온난화에 의하여 이상기후변화가
빈번히 발생되고 있다. 그 이상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는
국내에서도 발생하고 있으며, 그 중 태풍과 강풍의 빈도
상승으로 국내 바람재해 취약 시설물들의 피해가 증가하
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바람재해 취약 시설물 중 방음벽
을 대상으로 선정하였고, 기존 방음벽 구성부재인 알루미
늄 프레임을 대신하여 복합재료로 만들어진 GFRP 프레임
을 적용시켰다. 해석적 연구를 위하여 유한요소 상용 해
석 프로그램인 ABAQUS를 사용하여 국내 고속도로에 실제
시공되어있는 방음벽의 형상과 제원을 토대로 모델링을
수행하였고 이 결과를 토대로 저항성능을 산정하였다. 최
종적으로 시공 시 GFRP 프레임을 사용한 방음벽의 강풍
취약도를 도출하였다.

2.1 방음벽 형상 및 구성 재료의 제원
ABAQUS를 통한 방음벽 구조물의 모델링은 Fig.2와 같
은 방음벽 구조 형상을 토대로 하였으며 그 제원은
Table.1에 나타나있다.

Fig. 3 방음벽의 구조 형상과 제원

Table 1. 방음벽 재료의 물성치
Component
Acrylic board
H-beam
GFRP Frame

Elastic
Modulus
(MPa)
2,350
199,948
38,600

* 학생회원․ 강릉원주 대학교 공과대학 토목공학과 석사과정, E-mail: zoxp20@naver.com - 발표자
** 학생회원․ 강릉원주 대학교 공과대학 토목공학과 박사과정, E-mail: simviriyavudh@live.com
*** 학생회원․ 강릉원주 대학교 공과대학 토목공학과 석사과정, E-mail: kiwer154@naver.com
**** 학생회원․ 강릉원주 대학교 공과대학 토목공학과 석사과정, E-mail: joh0806@naver.com
***** 정회원․ 교신저자 강릉원주 대학교 공과대학 토목공학과 교수, E-mail: woojung@gw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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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nsity
(g/cm3)

0.26
0.3
0.26

1.2
75.46
1.80

보강 프레임의 경우 방음벽 구조물의 구성 요소 중 강
풍에 일반적으로 파괴가 많이 일어나는 부재이며 본 연구
에서는 복합재료 GFRP로 제작된 프레임의 물성치를 적용
하여 안전성 검토 및 강풍 취약도 평가를 수행하였다.
2.2 ABAQUS를 통한 방음벽 최적 모델
유한요소 해석 프로그램을 통한 방음벽 모델은 3D
Elastic Linear Fe Model로 구축하였고, 구성 요소인 지
주 프레임과 알루미늄 프레임은 3D Beam 요소, 투명 아크
릴판은 Sell요소를 사용하였다.
현장에 설치된 방음벽 구조물은 독립적인 설치형태가
아닌 여러 파트의 방음벽이 결합되어있는 유한의 형태를
갖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하나의 방음벽 파트(4m)를
기본 요소로 하여 양쪽 지주프레임을 기준으로 총 5개의
파트를 연결한 Fig. 3과 같은 방음벽 해석 최적 모델을
완성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안정성 평가 및 강풍 취약도를
도출하였다.

Fig. 5 Analysis result from the applied wind load

Fig. 6 Resistance capacity for edge and middle wall

3. 풍하중 산정
Fig. 4 방음벽 해석 최적 모델
본 연구의 대상구조물인 20m의 방음벽 구조물에 작용
하는 풍하중을 산정하기 위해 ASCE 7-10의 식 (1)을 활용
하였다.

방음벽 구조물의 안전성 평가를 위하여 도로 공사 방


음벽 설계 기준 값인 3.0   의 설계하중을 적용하
였으며 경계거동이 발생 할 수 있는 프레임, 방음판 연결
부, 지주프레임 및 지반 정착부는 고정단으로 가정하였
다. 방음판과 보강 프레임은 탄성거동체로 해석을 수행
하였다. 또한 방음벽의 설치조건에 따라 가장자리(Edge)
와 중심(Middle)의 취약성이 다를 것으로 판단하여 두 곳
으로 나누어 최대 변위가 발생하는 지점을 찾아 변위를
분석하였다.

  

(1)

여기서  는 높이 h에서의 동적속도압, G는 가스트 영
향계수  는 압력계수를  는 풍압을 받는 면적을 의미
한다. 여기서  는 식 (2)로부터 계산할 수 있다.
       

(2)

2.3 방음벽 구조 저항성능 산정
이 식의 각각의 변수들은 각각 풍향, 지형계수, 풍속
의 고도, 중요도 등을 고려하는 계수이고 이는 확률론적
분포로서 ASCE 7-10의 풍하중 산정변수를 Table. 2와 같
이 평균과 변동계수로서 나타내었다. 이를 통해 풍하중을
몬테카를로 모사모형을 이용하여 산정하게 된다.

Fig.4는 GFRP 프레임 방음벽 구조물의 해석결과를 보
여주며, 해석을 통해 얻은 하중-변위 데이터를 그래프로
정리하여 Fig. 5에 나타내었다. 방음벽의 한계상태는 도
로공사 시험기준인 50mm 허용 변위를 고려하여 최대 구조
물 전체의 저항성능을 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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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Wind load parameter (ASCE 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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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388

MWFRS

0.85

0.89

0.1424



G



deterministic (1.0)
Exposure B

0.80

0.77

0.09

Exposure C

0.85

0.83

0.10

Exposure D

0.85

0.83

0.07

Mid

deterministic (1.93)

Edge

deterministic (2.39)

4. 강풍 취약도 평가
4.1 취약도 기본 개념
Fig. 7 Monte Carlo Simulation flowchart
강풍취약도 평가는 크게 경험적 평가방법과 구조성능
을 통한 확률론적 평가방법으로 구분될 수 있다. 방음벽
의 경우 경험적 방법을 적용시킬 만큼 자료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구조성능 기반의 확률론적 방법을 통한 취약
도 평가를 수행하였다. 확률론적 강풍취약도 평가는 모든
풍속구간에 대한 파괴확률을 나타내는 함수의 형태로 표
현된다. 본 연구는 해석적 연구수행을 통해 저항성능을
산정하고 ASCE 7-10의 식을 활용, 풍하중변수를 산정하여
취약도함수에 적용하였다. 풍하중 변수는 확률적 분포를
통해 표현되어 있으며, 이를 임의로 추출된 표본자료를
이용하여 강풍 및 저항성능을 모사하고 이를 식 (1)에 대
입하여 강풍 취약도를 평가한다.

      

방음벽의 강풍 취약도를 분석함에 있어 고려된 주요
영향인자로 지표조도 구분을 고려하였다. 지표조도 구분
이란 지표의 거칠기 요소에 대한 구분으로서 일반적인 내
풍 설계기준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대상 구조물의 위치에
대한 분류로 Fig. 7과 같다.

(3)

이렇게 구축된 취약도를 연속함수의 형태로 표현하기
위해 식 (4)과 같이 로그정규누적분포의 형태로 나타내어
진다.
Fig. 8 Wind exposure category chart
ln     
     


(4)

4.2 방음벽 강풍 취약도 평가
Fig. 8은 양 끝단에 설치된 GFRP 프레임 방음벽에 대
하여 각각의 지표조도 B, C, D에서 발생되는 강풍 취약도
결과이다. 양 끝단 방음벽 GFRP 프레임의 경우, 파괴를
유발시키는 초기 풍속은 약 11m/s로 나타났으며 약 20m/s
에서 대상 구조물의 최대 허용 변위 50mm를 넘는 완전 파
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경우 전반적으로 강
풍의 세기가 미약함에도 불구하고 손상이 발생할 확률이
다소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지표조도의 변화에 따라서는

여기서   은 모평균을  은 표준편차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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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풍속은 약 13m/s에서 11m/s까지 감소하였다. 이는
같은 구조물이라도 지표조도의 구분에 따라 안전도가 변
화함을 알 수 있다.

GFRP로 만들어진 프레임이 방음벽 시공에 충분히 사용될
수 있는 소재라고 판단할 수 있다. 추후 국내 방음벽 보
강 프레임으로 흔히 시공되고 있는 알루미늄 프레임과의
비교 분석을 통하여 GFRP 프레임의 사용성 및 활용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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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Edge wall fragility curves for exposure category
Fig. 9은 중심부에 설치된 GFRP 프레임 방음벽에 대한
지표조도 별 강풍 취약도 결과이다. 양단에 방음벽이 연
결되어 지지된 방음벽 내 GFRP 프레임의 경우는, 최초 손
상을 유발시키는 풍속은 약 24m/s로 나타났고 약 42m/s에
서 완전 파괴가 발생함을 예측 할 수 있다. Fig.8 과 9의
결과 분석을 통하여 양 끝단에 설치된 방음벽의 GFRP 프
레임에 비하여 중앙부 방음벽에 연결되어 설치된 GFRP 프
레임이 양쪽 지지에 의하여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결론
을 얻을 수 있다.

Fig. 10 Middle wall fragility curves for exposure category

5. 결론
본 연구는 국내 도로에 설치되는 방음벽 구조물을 대
상으로 복합재료인 GFRP 프레임에 대한 강풍 취약도 함수
를 도출 및 평가하였다. 그 결과 양 끝단 설치 방음벽
GFRP 프레임의 완전 파괴 풍속은 약 20m/s이며, 중심부
방음벽 GFRP 프레임의 완전 파괴 풍속은 약 42m/s로 예측
되었다. 중심부 방음벽과 연결되어있는 GFRP 프레임의 경
우 양 끝단에 설치되어있는 방음벽의 프레임보다 우수한
강풍 저항성능을 보유하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복합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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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FRP를 활용한 월류식 유목방지 구조재에 대한 해석 및 설계
Analysis and design of mullion-type non-rheological structural materials
using GFRP
김 동 익* · 이 상 문** · 정 우 영***
Kim, Dong Ik · Lee, Sang Moon · Jung, Woo Young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are and evaluate the safety of the facility using the Abaqus finite element analysis
program according to the material characteristics like steel and GFRP.

Key Words: GFRP, failure Criteria, composite, safety

1. 서 론

   ×  
여기서, P : 충동력(kN)
W : 유송잡물의 중량 (kN) - 12.26kN가정

사방댐은 황폐된 산지나 계곡에서 유출되는 토사나 자
갈을 저류(貯留) 시키기 위하여 만들어진 댐으로, 홍수
시 물이 넘치는 것을 방지하고자 콘크리트를 쌓아올리고
그 속에 월류식 구조물을 필수적으로 설치하는 시설물이
다. 상기 월류식 구조물은 고정식으로 만들어져 있어 폭
우시 토사, 암석 및 임목 등의 이물질이 걸리게 되면 월
류 기능이 마비되고, 해체가 어렵기 때문에 원 상태로 복
구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든다. 이에 관하여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피해와 문제점을 줄이기 위하여 사
방댐 월류식 구조물 H-Beam의 재료특성을 Steel과 GFRP로
나뉘어 토사, 암석 및 임목 등의 이물질에 대하여 안전성
과 Steel 구조물을 GFRP 구조물로 대체 가능여부를 평가
하고자 한다.

2.

v : 표면 유속 (m/s)

(식 1-1)

 
  

여기서, P : 동수압(kN)
K : 저항계수 (장방형 : 0.07, 원형 : 0.04)

(식 1-2)

2.2 대상 구조물 모델링
1) 구조물 모델링

평가 개요 및 방법

2.1 평가 개요
구조물이 수중위어의 상태가 되면 상하류의 정수압은
무시하고, 급류구간에서의 큰 유속을 고려한 동수압만을
반영한다. 이에 따라 표면 유속을 2.0 ∼ 5.0 m/s 로 선
정하고 그에 따른 아래와 같은 식 (1-1)을 적용하여 동수
압을 결정하였다. K는 단면형상에 따른 저항계수(장방형
: 0.07, 원형 : 0.04) 이며, 검토되는 단면이 사각형이므
로 0.07을 적용하였다. 토속류에 관련된 하중은 현장 조
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본 연구의 검토에서는 2.0 ton 으
로 가정하였다. 유송잡물 하중의 경우 “산악지 도로설계
매뉴얼,(2007)”에서 발췌한 식 (1-2)을 이용하여 결정하
였다.

Fig. 1 Basic dam design drawing

Fig. 2 Whole Model 3D Sol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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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회원․ 강릉원주대학교 토목공학과 박사과정, E-mail: sunnybob1@naver.com
*** 정회원․ 강릉원주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 E-mail: woojung@gwnu.ac.kr

• 38 •

3) 하중 조건

Fig. 3 DAM

Fig. 4 Column

Fig. 5 Plate

Fig. 6 Wire

모델은 기본 사방댐 설계도면을 참고하여 선정했다.
ABAQUS의 제약조건들 중 Constrains option에서 각 파트
별 조건을 접합으로 Tie로 지정하였으며, Column과
Plate, Column과 Wire 구성부가 해당된다. 본 연구에서는
시공 상황을 고려하여 오직 DAM 하부경계조건에 FIX
Boundary Condition을 적용하였다.

Fig. 7 Load position applied to H-beam
본 연구의 검토에서 하중조건을 Column 하단으로부터
2/3(L=2m, ∵1.33m)에 위치한 집중하중 2.0 ton을 적용하
였다. 단위는 N/㎟(MPa)로 계산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2) 재료 물성치
Table 1. Mechanical properties of Steel
Case.
Steel
Density(kg/㎣)
7.85E-9
Elastic Modulus (㎫)
210000
Poisson’s Ratio
0.3
Impact Force (kN)
20

Fig. 8 Concrete Stress

Table 2. Elastic type Isotropic Mechanical properties
of GFRP
Case.
GFRP
Density (kg/㎣)
1.8E-9
Elastic Modulus (㎫)
18960
Poisson’s Ratio
0.26

Table 3. GFRP fail stress
Case
Ten Stress Fiber Dir (㎫)
Com Stress Fiber Dir (㎫)
Ten Stress Transv Dir (㎫)
Com Stress Transy Dir (㎫)
Shear Strength (㎫)

Fig. 9 Steel Stress

Table 4. Concrete Stress Results
인장응력 (kN)
발생 인장력
허용 인장력
1.34
2.06
압축응력 (MPa)
발생 응력
허용 응력
2.6
9.6

GFRP
1062
610
31
118
72

※Tsai-Hill failure Criteria 적용 시 기입

Table 5. Steel Stress Result
Case
허용 응력 (Mpa)
Steel
22 Mpa < 147 Mpa (허용값) ∴ O.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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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GFRP analysis result

Table 6. GFRP Results
Case
하중(kN)
인장응력 (Mpa)
파단 여부
안전 여부

GFRP
20
15.7
0.28 < 1.0
안전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사방댐 월류 시설물 H-Beam에 대하여
Steel과 GFRP를 비교 분석하여 구조적 안전성평가와
Steel 대체로 GFRP의 사용여부를 검토하였다. Steel의 응
력 값은 허용 휨 인장/압축 응력 모두 O. K 이며, GFRP의
파단여부는 ABAQUS에서 Tsai-Hill Failure Criteria으로
해석한 결과 0.28 < 1.0 (O. K) 이다. 따라서 상기 내용
처럼 시간과 비용에 부담을 줄이기 위해 GFRP H-Beam으로
대체하여 사용하여도 무관하다 판단이 된다.

감사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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펄트루젼 섬유보강복합재료 압축재의 시간이력에 따른 좌굴 거동 평가
Evaluation on Time-dependent Buckling Behavior of Pultruded Fiber
Reinforced Plastics Compression Members
유 종 호* · 최 원 창** · 김 학 군*** ·김 수 영**** · 윤 순 종*****
Yoo, Jong-Ho · Choi, Wonchang · Kim, Hak-Goon · Kim, Soo-Young · Yoon, Soon-Jong
ABSTRACT
A pultruded fiber reinforced polymer plastic (PFRP) structural is one of the most widely used composite member in
construction. In generally, PFRP members is composed of plate elements so that it needs to evaluate stability problems
when they are used by construction members. On the other hand, creep effect may be occurred in PFRP members under
sustained load. Primary to experiment for PFRP creep, previous works are studied. In the previous work related to
buckling of PFRP member, it can be calculated buckling strength of PFRP members when it is known that material
property of longitudinal and transverse direction of PFRP members. The researches for creep behavior of PFRP has been
conducted and time-dependent degradation elastic moduls can be predicted by the empirical equation. In this study, it will
be conducted creep test for PFRP and time-dependent stress-strain relationship will be plotted. It is expected that
long-term buckling behavior of PFRP is evaluated by theoretical and numerical method such as finite element method.
Key Words: pultruded fiber reinforced polymer plastic (PFRP), buckling, creep, empirical equation, FEM
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 연구결과를 이용하여, PFRP
압축재의 좌굴강도를 예측할 수 있다.

1. 서 론
펄트루젼 방식으로 제작된 섬유보강복합재(Pultruded
Fiber Reinforced Polymer Plastic, PFRP)는 건설분야에
서 가장 활발하게 이용 및 연구되고 있는 복합재료 중 하
나이다. PFRP는 기존 건설재료인 강재와 유사하게 구조재
로 사용될 경우 경제성을 고려하여 박판구조로 제작되므
로 설계시 좌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반면, PFRP는
지속적으로 하중을 받을 경우 크리프(Creep)의 영향으로
인한 추가적인 변형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PFRP를 구
조재로 사용할 경우 좌굴 및 크리프 영향을 동시에 고려
하여 설계할 필요가 있다.

2.2 PFRP 크리프 관련 기존 연구
Scott(Scott, 1998)은 E-Glass/Vinylester로 구성된 PFRP
압축재가 장기지속하중을 받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크리
프 영향에 대해 실험적 및 이론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PFRP 압축재에서 채취한 시편에 대해 약 10,000시간 동안
응력수준(Stress Level)을 변수로 하여 장기하중을 재하
하는 실험을 수행하였으며, 아래는 실험전경이다.

2. PFRP 크리프 영향 관련 기존 연구
PFRP는 섬유배치방향 및 섬유배치직각방향의 역학적 성질
이 다른 직교이방성 재료이다. 따라서 좌굴 및 크리프를
검토할 경우에도 이러한 직교이방성을 고려해야 한다. 이
와 관련하여 기존에 수행된 이론적 및 실험적 연구는 다
음과 같다.
2.1 PFRP부재 좌굴관련 기존 연구
윤(윤, 1993)은 여러 가지 섬유 및 레진으로 구성되는
PFRP에 압축재에 대해 좌굴실험을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
를 이론적 및 수치해석적 방법으로 구해진 결과값과 비교
*
**
***
****
*****

Fig. 1 PFRP Creep test (Scott,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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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 후 측정결과를 이용하여 실험식을 도출하였으며,
아래의 식을 통해 시간에 따라 저하가 발생하는 탄성계수
를 계산하였다.

 
    
 
   

여기서,

와 관련한 기존 연구를 분석한 결과, PFRP 압축재의 좌굴
강도를 구하는 계산식과 크리프 영향에 따른 탄성계수 추
정식을 실험적 및 이론적으로 확인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PFRP 압축재 시편에 대한 크리프 실험
을 수행할 예정이며, 실험결과를 바탕으로 시간이력에 따
른 좌굴거동을 분석한다. 또한, 실험결과를 바탕으로
PFRP 압축재의 시간이력에 따른 좌굴거동 FEM 모델을 구
성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된다.
이런 과정을 통해 연구된 PFRP 압축재의 시간이력에
따른 좌굴거동은 추후 설계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판
단된다.

(1)

  : 초기 탄성계수
  : 시간이력을 고려한 탄성계수
 : 지속하중 재하시간
 : 크리프 매개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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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PFRP 크리프 실험계획
이 연구는 앞서 제시한 기존 연구들을 분석 및 참고하여,
PFRP 압축재의 크리프 영향에 대한 실험을 수행하고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PFRP 압축재 좌굴거동에 미치는 영향을
이론적으로 분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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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PFRP 크리프 실험
PFRP의 크리프 영향을 실험적으로 분석해보기 위해, 사전
에 실험 시편의 설계 및 실험 변수를 설정해야 한다. 시
편에 따라 적용할 실험의 변수는 지속하중 재하기간
(   )과 시편이 갖는 좌굴강도에 대한 응력수준
(     )이다. 특히, FRP의 크리프에 대한 영향은 온
도변화를 변수로 한다는 기존연구를 참고하여(Mallick,
1988) 지속하중 재하기간동안 일정하게 온도를 유지한다.
실험시 측정되어야 할 데이터는 시편의 단기 좌굴강
도, 초기 변형값, 장기 변형값(크리프 변형값)등 이다.
3.2 실험 분석 방법
3.1절에서 제시한 실험을 수행한 후, 측정된 데이터를 이
용하여 PFRP 시편의 시간이력에 따른 응력-변형률 곡선을
구성한다. 이를 통해 앞서 제시한 식 (1)에서와 같이, 시
간에 따라 저하되는 탄성계수를 계산한다. 실험결과 데이
터를 적용하면 기존연구에서 제시하는 식 (1)과 이 연구
에서 제시하는 탄성계수 계산 방법의 비교가 가능하다.
계산한 탄성계수를 이용하면 시편이 갖고 있는 좌굴강도
의 저하를 계산할 수 있다.
또한, 시간이력에 따른 응력-변형률 곡선을 이용하면,
PFRP 시편에 대한 좌굴강도를 유한요소해석(Finite
Element Method, FEM)으로 모사하는 해석 모델의 개발이
가능하다.

4. 결론 및 향후 연구방향
이 논문은 장기 지속하중을 받는 PFRP 압축재의 시간이력
에 따른 좌굴거동을 분석하는 연구의 일부이다. 먼저 이

• 42 •

●●●

기타 합성 및 복합구조 분야

•발표시간 : 15:50 ~ 17:50
•발표장소 : 한라홀

좌 장 : 최병호(한밭대학교)
최상현(한국교통대학교)

축하중을 받는 개구부가 설치된 구조단열패널(SIP)의 해석적 평가
Analytical Evaluation of Structural Insulated Panels(SIP) with Opening
류 재 용* · 나 환 선** · 이 세 정***· 김 상 봉****· 최 성 모*****
Ryoo, Jae-Yong · Nah, Hwan-Seon · Lee, Se-Jung · Kim, Snag-Bong · Choi, Sung-Mo
ABSTRACT

In this study, the structural analysis of the structural insulation panels with openings was carried out. The
analytical results were compared with those of the previous structural performance tests. The structural behavior
of the structural insulation panels subjected to eccentric axial load with the opening size, installation direction as
parameters was analyzed through finite element analysis. Through this, we propose an optimal opening shape
suitable for the structural insulation panel.

Key Words: tructural insulated panel, opening, finite element analysis

1. 서 론
구조재인 OSB(Oriented Strand Board)와 단열재인
EPS(Expanded Polystyrene)로 구성된 SIP(Structural Insulated
Panel)는 친환경 소재인 나무를 주재료로 활용함으로서 북
미와 유럽 등의 주택 시장에서 활발하게 적용되고 있다.
SIP는 별도의 기둥을 설치하지 않고, 내력부재로서 활용
되고 있다. 기존의 나환선 등(2012)의 연구에서는 SIP 패
널의 실험을 통해서 축하중, 횡하중에 대한 성능 실험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의 선행연구로 수행된 개구부가 설치
된 SIP의 축하중 실험을 통해 구조성능이 검증되었으나,
향후 다양한 상황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상세 유한요소해
석에 기반을 한 해석적인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
서, 최근 실험된 실험체를 대상으로 범용 프로그램인
ABAQUS를 이용한 상세 비선형 해석을 수행하였으며, 실
험값과 비교하여 개구부가 설치된 SIP의 축하중 구조 성
능을 검증하였다.

Fig. 1 Shape by SIP

3. 해석모형
성능 검증을 위해 수행되었던 실물규모 실험체를 대상
으로 비선형 유한요소해석을 수행하였다. SIP의 크기는
1200×2400㎜이며, 개구부의 크기(개구부율)를 변수로 하
여 해석을 수행하였다.

2. SIP(Structural Insulated Panel)
SIP는 OSB와 EPS로 구성되어 있어 플랜지와 웨브로 구
성된 I beam 형태와 유사하여 구조적 거동이 비교되기도
한다. 외부의 OSB는 압축력과 인장력에 저항하는 한편,
내부의 OSB가 전단력에 저항하는 구조부재이다(Fig. 1).
SIP에 설치되는 개구부 주변은 SPF(Spine-Pine-Fur) 소재
의 구조목이 삽입되어 보강이 이루어진다. 본 연구의 해
석에서는 개구부 4면이 보강된 실험체를 대상으로 수행하
였다.

Fig. 2 Shape by SIP vari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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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구부율은 12.5, 18.8% 2가지에 대해서 해석을 수행
하였다.
비선형 유한요소해석은 ABAQUS 프로그램이 이용되었으
며, 모형화 형상은 Fig. 3과 같다.OSB, EPS, SPF는 솔리
드 요소 C3D8 요소로 모형화 되었으며, 재료 비선형 모형
으로는 Wood HandBook(2010)과 Abbasi(2014)의 모형이 적
용되었다. OSB, EPS, SPF 접합면은 완전 결합을 가정한
tie 요소를 적용한 것으로 가정하였다. 하중은 축력과 모
멘트를 동시에 발생시킬 수 있게끔 SIP 상부 두께의 1/3
지점에 가력하였다. 실험 조건과 동일하게 가력점은 핀지
지로 설정하였고, SIP 하부는 roller로 가정하였다.

(a) 개구부율 12.5% 실험체의 해석 변형 결과

(b) 개구부율 18.8% 실험체의 해석 변형 결과
(a) 유한요소
해석 모형

(b) 하부경계조건

(c) 상부경계조건

Fig. 5 Deformed shape by Analysis

5. 결론

Fig. 3 Load-Displacement Graph

본 연구에서는 개구부가 설치된 SIP에 관한 연구에서
유한요소해석을 수행하였으며, 기존의 실험 결과와 비교
하였다. 그 결과를 요양하면 다음과 같다.
1) 해석 결과, 국부 파괴에 의한 내력의 저하 발생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각 실험체의 해석 결과의 최대하중은
기존의 실험 결과의 최대하중과 유사한 값을 보였다.
2) 최대하중과 초기강성이 유사하고, 파괴형태와 변형
형상이 일치하는 것을 통해서 유한요소해석 방법의 타당
성을 검증하였다.
3) SIP의 구성요소인 OSB, EPS, SPF의 접합면을 tie 모
형화한 해석결과는 SIP의 거동을 효과적으로 반영하였으
나, 보다 정확한 분석을 위해 향후 다양한 매개변수 연구
가 수행되어야 하며, 다양한 변수에 대한 해석 결과를 통
해 최적의 개구부 크기 및 형태 제안까지 진행이 가능하
다고 판단된다.

4. 결과분석
기존 실험 결과(개구부율 12.5, 18.8%)와 해석의 결과
인 하중-변위 관계를 Fig. 4에 나타내었다. 해석에서 OSB
개구부 주변의 파괴에 의해 내력의 저하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각 실험체의 해석 결과의 최대하중은
개구부율 12.5, 18.8% 각각 118, 137kN으로 나타났다 이
는 기존의 실험 결과로 얻은 최대하중인 116, 131kN과 유
사한 값을 갖는 것으로 판단된다. 해석의 변형 결과는
Fig. 4에 나타내었다. 해석에서 실험과 동일한 개구부 주
변의 국부적 파괴가 발생하는 파괴형태를 보였으며, 유사
한 초기강성과 변형형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수행된 해석의 모델링과 적용된 조건이 실제와 유사하며,
유한요소해석 모델링 방법의 타당성을 갖는다고 판단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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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단열패널(SIP)의 편심 축하중에 대한 실험적 평가
Experimental Evaluation of Structural Insulated Panel(SIP)
under Eccentric Axial Load
류 재 용* · 나 환 선** · 이 세 정***· 김 상 봉****· 최 성 모*****
Ryoo, Jae-Yong · Nah, Hwan-Seon · Lee, Se-Jung · Kim, Snag-Bong · Choi, Sung-Mo
ABSTRACT
Eccentric axial load tests were carried out to investigate the structural performance of the SIP (Structural Insulation
Panel), which is widely used as residential type in Europe and North America. Outside the country, design standards for
SIP have been prepared and related research has been carried out variously. However, in Korea, the research on the
performance of the structural insulation panel is very small, and the related standard is not provided. In this study, the
eccentric axial load was applied after the opening was installed to utilize the structural insulation panel as the structural
wall. The size of the test specimen was 1200 × 2400㎜. The number of test specimens was 6, and the size of the
openings and the reinforcement method around the openings were used as variables.

Key Words: structural insulated panel, eccentric axial load, experimental evaluation
계수 등을 활용하여 구할 수 있다.

1. 서 론
SIP는 사이에 단열재 역할을 하는 EPS의 양쪽에 구조
재 역할을 하는 목질판(OSB)을 접착재를 이용하여 압착하
여 제작된다. SIP는 플렌지와 웨브로 구성된 I 빔과 유사
한 형태로 구조적 거동을 하게 된다(Kermani and
Hairstans, 2006). 기존 연구에서 활용된 SIP는 개구부의
인방보 1면만을 보강하여 사용되어졌다. 이는 시공편리성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국내 건설현장에서 SIP
시공은 창호나 문의 틀 설치의 편리성을 위해 개구부 4면
보강이 보편적이다. 본 연구는 SIP에 설치되는 창호의 개
구부율(12.5%, 18.8%) 뿐만 아니라, 개구부 주위의 보강방
법(4면 보강, 1면 보강)을 변수로 수직하중에 대한 저항성
능을 확인하기 위해 편심 축하중(Axial Load)실험을 수행
하였다.

Fig. 1 SIP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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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IP 설계법



SIP는 OSB와 EPS로 구성되어 있어 플랜지와 웨브로 구
성된 I beam 형태와 유사하여 비교되기도 한다. 외부의
OSB는 압축응력과 인장응력에 저항하는 한편, 내부의 EPS
가 전단력에 저항한다. 이러한 가정하에 SIP의 설계는 식
(1)의 방법에 의해 가능하다(APA, 1990). OSB와 EPS의 두
께 의해 단면2차모멘트와 단면계수가 결정되고, 좌굴하중
은 SIP 길이를 상수로 사용하여 구할 수가 있다. SIP의
응력은 OSB, EPS의 단성계수(길이방향, 직각방향), 전단











축하중에 의한 최대조합 응력      m 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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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1, A2 : OSB 단면적,
Ccr : 좌굴시 OSB응력

전단응력

c : EPS 두께

E : OSB탄성계수 Ec : EPS탄성계수

Fc : EPS전단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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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 SIP높이

(1)

Table 1. Specimen List
구분

실험체 크기(㎜)

가력

축하중

1,200×2,400

A : Axial Load
E : Eccentric

66 : 600×600
69 : 600×900

개구부율(%)

개구부 보강위치

Specimens

개구부
크기(㎜)

AE66F

600×600

12.5

상하부+ 양측면

AE69F-1
AE69F-2
600×900
AE69U-1
AE69U-2
F: Four Side 보강
U: Upper side 보강(1면) 1, 2 : No.

3. 실험계획 및 방법

상하부+양측면
18.8
상부(인방)

3.2 실험 방법
실험방법은 2,000kN 용량의 UTM(Universal Testing
Machine)을 사용하여 실험체에 내력저하시점이 나타날 때
까지 하향 단조 가력하였다. 편심축하중 가력을 위하여
UTM 상부에 강재를 활용한 지그를 설치하였다. 또한, 실
험체의 고정을 위하여 이탈방지를 위한 세팅을 추가하였
다(Fig 2). 실험체의 상하단의 단부에 변위계를 설치하여
길이방향 변형량을 측정하였다. 실험체 중앙부 양쪽에 변
위계를 설치하여 휨에 의한 면외 변형량을 측정하였다.
하중 가력은 실험체를 하단에 평평한 단부가 있는 기둥인
것처럼 진행하였다. 실험체의 위쪽 끝을 덮고 있는 스틸
플레이트에 압축 하중을 적용하였다. 안쪽 면에 평행을
이루고 있는 라인을 따라 안쪽 면으로부터 실험체 두께의
1/3에 하중을 균일하게 적용하였다.하중 가력은 0.8㎜
/min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3.1 실험 계획
본 실험의 목적은 개구부가 설치된 SIP의 편심축하중
에 대한 저항성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개구부 주변의
보강방법에 있어, 국외(인방1면 보강)와 다른 4면 보강을
수행하고 있는 국내 시공방법에 대해 구조 실험을 통해
성능을 비교평가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변수로는 개구부
크기와 개구부 주변의 보강방법을 채택하여 총 5개의 편
심축하중 실험체를 제작하였다. 주요 변수에 따른 상세는
Table 1에 정리하였다.

(a) 변수 - 개구부 형상
(a) 실험체 가력계획 및 설치 모습

(b) 변수 - 개구부 보강법

(b) 상․하부 고정 모습
Fig. 2 Experiment setting and installation

Fig. 1 Shape by SIP vari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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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험 결과 및 분석

는 2개의 수직 보강재가 축하중에 대해 저항하는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판단된다.

4.1 파괴모드

4.3 개구부 보강 효과

가력하중이 40~60kN일 때 압축측 OSB의 내부에서 하중
에 저항하는 소리가 발생하였으며, 80kN 이후, 소리 발생
빈도가 증가하였다. 개구부 보강 여부에 따라 하중에 저
항하는 소리가 발생하는 위치가 차이가 있었다. 개구부를
4면 보강한 실험체는 OSB 상부에서만 소리가 발생한 반
면, 개구부를 상부 1면만 보강한 실험체는 OSB 상하부 전
체적으로 OSB 내부가 파괴되는 소리가 발생하였다.
모든 실험체의 압축측 OSB 개구 측면에서의 파괴와 개
구부 하부 주변 OSB 접합부에서 2~3㎜벌어짐이 발생하였
다. 개구부를 1면만 보강한 실험체는 인장측 OSB 하부에
서의 파괴도 동시에 발생하였다.

국외 시공법과 달리 국내 현장에서 활용되고 있는 시
공법에 대해 정량적으로 효과를 평가하고자 하였다. 동일
한 개구부율을 갖을 경우, 상부 1면 인방을 보강한 실험
체는 4면 보강한 실험체에 비해 최대하중과 최대변위가
각각 13%, 17% 낮게 나타났다 .이는 개구부의 양옆에 설
치되는 2개의 수직 보강재가 축하중에 대해 저항하는 효
과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Table 2. Results of Experiment
최대하중 (kN)

최대하중 시 변위 (㎜)

Specimens
결과
AE66F
AE69F-1

평균

결과

115.5

평균
11.4

138.7

12.3
131.1

AE69F-2

123.5

AE69U-1

103.7

12.0
11.7
11.0

115.8
AE69U-2

10.3

127.8

9.6

(a) 압축측 개구부 측면 파괴

(a) 변수-개구부율

(b) 변수-개구부보강

Fig. 4 Load-Displacement Graph

5. 결론
(b) OSB 인장측 하부
파괴

본 실험에서 수행한 개구부율과 개구부 보강방법을 변
수로 구조단열패널의 수직하중에 대한 성능 평가 결과 개
구부 보강에 사용되는 수직부재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
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후 연구에서는 가장 효과적인
개구부율과 수직보강재의 길이 등을 해석적으로 분석하여
평가하고자 한다.

(c) 개구부 하부
벌어짐

Fig. 3 Fracture shape
4.2 개구부율의 영향
SIP를 구조벽체로 활용함에 있어 다양한 크기의 창호
설치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어 개구부율(12.5,18.8%)을
변수로 실험을 진행하였다. SIP의 축하중 저항성능 평가
결과 개구부율이 큰 경우, 최대하중과 최대변위가 각각
13%, 최대변위 5% 높게 나타났다. 본 실험에서 수행한 개
구율 범위내에서는 개구부율이 큰 경우, 축하중 저항성능
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개구부 양옆에 설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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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형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벽패널로 보강한
기존 철근콘크리트 골조에 대한 Pushover 해석방법 연구
A Study on Pushover Analysis of Existing Reinforced Concrete Frames
Strengthened by L-type Precast Concrete Wall Panels
하 수 경* · 유 승 룡**
Ha, Soo-Kyoung · Yu, Sung-Yong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ushover analyze existing reinforced concrete(RC) frames strengthened by L-type precast
concrete(PC) wall panels. Cyclic loading tests were performed on the partially infilled reinforced concrete(RC) frames by
L-type PC wall panels. Based on the results of experimental test, the nonlinear pushover analysis was practiced by using
a computer program. The analysis models were designed with two ways according to the test result. The PC wall panel
and the RC column exhibited almost composite behavior by using brace when push loading applied. The two structures
also exhibited independent behavior when pull loading applied. The results of pushover analysis models generally conform
to the experimental results. The ratios of the maximum lateral load measured in the strengthened specimens from the
analysis varied between 0.93 and 1.01 in forward cycles, and between 0.84 and 0.90 in backward cycles. The initial
stiffness values of the analysis were less than the test values for all strengthened specimens. The ratio of the initial
stiffness obtained through testing compared to the values from the analysis varied between 0.72 and 0.90.

Key Words: Strengthening, Retrofit, Partial infill, Seismic Resistant Technique, Precast Concrete, Wall Panel, Pushover
델링 되어야 한다. 아울러 모델은 실험과 유사한 거동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 Midas gen(Midas Gen 2017 V860
R3, 2017) 프로그램으로 Pushover 해석한 결과, 보강 실
험체의 실험결과와 해석결과의 하중-변위 곡선의 유사성
을 확인할 수 있었고, 해석 값이 실험값보다 대체로 작게
산출되어 보수적으로 설계되었다.

1. 서 론
1970년에서 1980년 사이에 대한민국 교육청에서는 학
교건물 공사에서 표준설계도를 참조하게 하였다. 그 당시
5층 이하 저층 철근콘크리트 보-기둥 건물은 내진설계가
요구되지 않았고, 많은 학교들이 표준설계도에 준하여 유
사하게 시공되었다. 근래에 와서, 한반도 근처에 지진의
빈도수와 강도가 증가함에 따라 저층 건물에도 내진설계
가 요구되었고, 이 건물들에 대한 효과적인 보강방법이
필요하였다. 학교와 같이 동일한 구간으로 시공되는 건물
을 보강할 때 PC 벽패널을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
다. PC 벽패널 공법은 공사가 간편하고 방학기간 안에 공
사를 완료할 수 있다.
이 연구의 선행 연구결과(Yu, S. Y.et al., 2015;)에서
개구부를 가진 1개의 L형 PC 벽패널을 사용하여 보강하는
방법을 제안하였고, 준정적 반복하중 실험을 통하여 그
효과를 검토하였다. 발표에 따르면 단일 L형 PC 벽패널
공법은 개구부를 존치시키면서도 강도와 강성이 상당히
증가된 거동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골조에 가해지는 횡 하
중의 방향에 따라 L형 PC벽은 RC 기둥과 합성 또는 비합
성 거동을 하였다.
이 연구의 목적은 대상 공법인 개구부가 있는 L형 PC
벽패널로 보강한 RC 골조에 대하여 실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간편한 Pushover 해석모델을 만드는 것이다. 실험
결과에 따라 해석모델은 합성과 비합성 구조물로 각각 모

2. 연구 방법
보강 실험체 하중-변위 거동은 Midas gen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Pushover 비선형 해석으로 평가하였다. 해석모
델의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실험 결과와 유사한 거동이
나타날 것, 2) 초기 강성과 최대하중이 유사할 것, 3) 실
무에서 프로그램으로 쉽게 적용 가능할 것. 이 3가지를
바탕으로 L형 PC벽패널로 보강한 실험체의 해석모델을 모
델링 하였다. 실험 결과를 사용하여 Pushover 비선형 해
석 모델링을 하는 과정을 설명하였다. 실험과 해석결과의
하중-변위 곡선을 직접 비교하여 유사성을 확인하였다.

3. 실험체와 실험 결과
3.1 실험체
총 4 개의 full scale, one bay, one story RC골조들을
반복 횡 하중 하에서 실험하였다. 무보강 RC골조 실험체

* 학생회원․ 동국대학교 건축공학과 석박사과정, E-mail: 1992ha@naver.com - 발표자
** 정회원․ 동국대학교 공과대학 건축공학과 교수, E-mail:ysy@dongguk.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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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1을 참조 표본으로 하였다. 보강 대상이 되는 무보강 RC
골조는 1980년대 대한민국의 교육청에서 발표한 학교 표준
설계도면에 근거하여 학교 건물의 외곽 보-기둥 한 구간을
모델로 제작하였다. 3개의 보강 실험체는 기본 RC골조에 L
형 PC벽패널을 다월 앵커 접합기술을 사용하여 보강한 실
험체이다. 다월 앵커 접합기술이란 PC벽패널을 관통하는
기 설치된 구멍을 통하여, 후 설치 케미칼 앵커를 삽입하
고, PC벽패널을 RC골조에 고정하는 새로운 기술이다.
실험체들의 특성을 Table 1에 정리하였다. PC벽패널
두께를 변수로 하여 실험하였다. 실험체 LA1-H5V1은 두께
250 mm, 실험체 LA3-H5V2는 두께 180 mm, 실험체
LA4-H5V2는 두께 160 mm PC벽패널을 보강재로 사용하였
다. 실험체 모든 실험체에서 RC골조와 PC벽패널의 치수와
배근형상은 동일하였다. 200 ton 용량의 Actuator를 사용
하여 실험체의 상부 보 단부 중앙에 측면 하중을 가력 하
는 변위제어 방식으로 실험을 진행하였다.

PR1
LA1-H5V1
LA3-H5V2
LA4-H5V2
Fig 1. Response envelope curves
실험체들의 파괴메커니즘 분석에 따라 모델링에 반영
할 실험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골조는 단부 소성힌지 거동으로 파괴하였다.
2) L형 PC벽패널은 일정 변형 이후 양 단부 균열이 발생
하였고 단부는 소성힌지 거동을 하였다.
3) 정(+)하중일 때(Forward cycles), PC벽패널과 RC기둥
은 거의 일체거동을 하였다.
4) 부(-)하중일 때(Backward cycles), PC벽패널과 RC기둥
은 낮은 하중에서 분리되어 거동하였다.
5) L형 PC벽패널의 수평부재는 파괴 메커니즘에서도 큰
영향을 보이지 않았다.

3.2 실험결과 분석
RC골조를 L형 PC벽패널로 보강한 후, 골조의 내진거동
이 상당히 개선되었다. 강도 및 강성의 특성은 실험체의
일반적인 거동과 함께, Fig. 1의 하중-변위비 포락곡선으
로 평가한다. 이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이 보강 실험체의
강도와 강성은 확실하게 참고 실험체들보다 높다.
참조 실험체인 무보강 RC골조 실험체 PR1에 비하여,
보강실험체들의 횡 강도는 Forward와 Backward cycles에
서 평균 2.91배에서 4.79배 증가하였고, 초기 강성은
4.82배에서 7.54배 증가하였다. 보강 실험체들의 에너지
소산용량은 5.57배에서 6.61배 증가하였다.
Table 1. Properties of the Specimens
PC wall panel
Specimen
 (mm)
Configuration

4. 모델링 과정
실험결과 분석에 대응하여 다음과 같이 모델링 하였다.
1) 기둥과 보 양단부에 비선형 소성힌지를 정의하였다.
2) L형 PC벽패널 양단부에 비선형 소성힌지를 정의하였다.
3) 정(+)하중 시에는, 브레이스를 넣어 PC벽패널과 RC기
둥이 일체거동 하도록 하였다.
4) 부(-)하중 시에는 PC벽패널과 RC기둥 사이에 브레이스
를 없이 별도 거동하도록 하였다.
5) L형 PC벽패널은 수직재만 모델링하였다.
이러한 방법들을 적용한 L형 PC벽패널로 보강한 실험
체의 해석모델은 Fig. 2과 같다. 먼저 무보강 RC골조인
실험체 PR1을 모델링하고, 모델링한 RC골조에 L형 PC벽패
널 수직재 모델링을 추가하였다. 실무에서는 필요한 두께
별로 PC벽패널을 사용할 것이다. 그러므로 두께에서 횡
강도와 강성이 좋은 최적의 모델들만 선정하여 해석모델
을 만들었다.

 (MPa)
RC
Frame

PC
Panel

PR1

-

20.5

-

LA1-H5V1

250

17.9

41.6

LA3-H5V2

180

19.9

52.2

LA4-H5V2

160

20.0

53.5

 = PC wall panel thickness
 = concrete compression strength

Fig 2. Midas-Gen Model of Strengthened Specim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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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해석결과와 실험결과 비교검토
Experimental
Analytical

Pushover 해석결과, 3개의 보강 실험체에 대하여,
Figs. 3과 4와 5와 같이 하중-변위 곡선을 구하였다. 해
석결과와 선행연구에서 실물크기 실험결과로 얻은 하중변위 포락 곡선과 비교하였다. Pushover 해석으로부터 얻
어진 값을 실험결과와 비교하고 Table 2에 요약하였다.
각 실험체에서의 최대하중을 가(+)하중일 때(Forward
cycles)와 부(-)하중일 때(Backward cycles)로 나눠 정리
하였다. L형 PC벽패널 보강 실험체들의 해석모델 시뮬레
이션 결과, 최대 횡하중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결과를 확
인할 수 있었다. 실험값과 해석 값의 비율은 Forward
cycles에서는 0.93과 1.01, Backward cycles에서는 0.84
과 0.90사이에서 다양하였다. Pushover 해석으로 계산한
초기 강성은 모든 실험체에 대하여 실험 값 보다 작았다.
실험적으로 얻어진 초기 강성과 해석적으로 계산 된 초기
강성의 비율은 0.72와 0.90 사이에서 다양하였다.

Fig. 5 Load-Displacement Curve of LA4-H5V2

6. 결론
1) 보강 실험체는 비선형 소성힌지와 브레이스, 그리
고 수직요소를 사용하여 적절하게 모델링 하였다. 마이다
스 젠 프로그램으로 Pushover 해석한 결과, 실험 결과보
다 최대 횡 강도는 Backward cycles에서는 14%, 초기 강
성은 18% 작게 해석되었다. 최대 횡강도는 Forward
cycles에서 오차율 3% 이하로 큰 차이가 없었다.
2) 해석모델의 해석 값이 실험값보다 대체로 작게 산
출되도록 보수적으로 설계하였다. 또한 매우 간단한 모델
링이므로 실무에서 설계 시간을 절약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한다.

Experimental
Analyt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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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Load-Displacement Curve of LA1-H5V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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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the Flexural Behavior of Existing Reinforced
Concrete Frame Structures Infilled with L-Type
Precast Wall Panel,” Korean Society for Advanced
Composite Structures, Vol. 6, No. 2

Experimental
Analytical

Fig. 4 Load-Displacement Curve of LA3-H5V2
Table 2. Pushover Analysis and Experimental Results Comparison
Maximum load [kN]
Initial stiffness [kN/mm]
Specimen
Forward cycles
Backward cycles
Experimental Analytical Ratio* Experimental Analytical Ratio* Experimental Analytical
Ratio*
LA1-H5V1
1,411
1,370
0.97
-595
-497
0.84
138.12
98.85
0.72
LA3-H5V2
1,016
947
0.93
-373
-318
0.85
98.85
83.14
0.84
LA4-H5V2
871
891
1.02
-350
-314
0.90
88.26
79.77
0.90
* Ratio of experimental result to that of analytical val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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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 형식 라멘교에 대한 손상 예측 시스템 개발
Development of Damage Prediction System for Abutment Type
Rigid-Frame Bridge
변 남 주* · 한 휘 석** · 권 영 웅*** · 김 평 화**** · 한 상 윤*****
Byun, Nam Joo · Han, Whi Seok · Kyon, Young Woong · Kim, Pyoung Wha · Han, Sang Yun
ABSTRACT
In this study, to develop the basis of damage prediction system for abutment type rigid-frame bridge, measurement data
is generated by artificially expressing damage by Abaqus, a commercial structural analysis program, and applied to
machine-learning. The rigid-rame bridge structural analysis model is expressed as closely as possible to the actual bridge
condition considering the specification, damage expression, analysis method, boundary condition, and load.
CNN(Convolutional Neural Network), one of the neural network algorithm, is used for machine-learning and accuracy is
confirmed when there was no measurement error as a result of machine learning.

Key Words: Damage Prediction, Rigeid-Frame Bridge, Deep-Learning
선형 해석으로 수행되었다. 해석 데이터를 Deep-Learning
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제한사항이 존재하며,
본 연구에서는 다음 사항들을 고려하여 해석 모델을 구축
하였다.

1. 서 론
현재 교량에 대한 안전진단은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법, 시행령 제 13조)에 의거하여 한국시설안전공
단의 주도하에 수행되고 있다. 안전진단은 정기점검, 정
밀점검, 정밀안전진단, 긴급점검으로 분류되고, 점검 분
류에 따라 연 2회, 매 2년마다 1회, 매 5년마다 1회의 주
기로 수행된다. 안전진단의 결과에 따라 교량의 상태등급
을 A~E로 분류하고 있으며, 상태등급에 따라 보수·보강
등의 유지보수 조치를 시행한다. 하지만, 안전점검은 대
부분 육안에 기반하여 수행되고 있기 때문에 점검자(기술
자)의 경험과 기술수준에 따라 상태평가 결과가 상이할
가능성이 존재하고, 교량의 노후화로 점검 대상 교량의
범위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점검주
기에 따라 공용중인 모든 교량에 대해 안전진단을 수행할
인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Deep-Learning을 활용하여 계
측 결과를 통해 교량의 손상을 상시 예측할 수 있는 시스
템 기반을 구축하고자 한다. 손상 종류, 위치, 정도에 따
른 실제 교량에 대한 실측 데이터 정보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구조해석 프로그램을 통해 인위적으로 데이터를
생성하여 Deep-Learning에 접목시켰다.

 적절한 Deep-Learning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각
손상 위치, 종류, 정도에 따라 최소 1000개의 데이터
가 필요함
 손상 위치, 종류, 정도가 복합적으로 적용된 해석 데
이터를 사용할 경우 Deep-Learning에서 각각의 영향을
독립적으로 추론할 수 없음
 각 손상 위치, 종류, 정도에 대한 Input(하중),
Output(계측값)의 데이터 행렬의 크기가 같아야 함
 실제 교량과 유사한 조건을 적용해야 Deep-Learning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음
 실제 교량과 유사한 조건을 적용하기 위하여 교량 제

2. 유한요소해석
2.1 해석 개요
Fig. 1 Details of Rigid-Frame Bridge for Analysis

해석 연구는 유한요소해석 프로그램인 Abaqus를 통해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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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탑승자(65kg)4명]의 방법으로 산정하였으며, 최종 하
중 크기는 도로교 설계기준(2015)에서 제시하고 있는 충
격계수(IM) 값인 1.25를 곱하여 결정하였다. 이와 같은
제원을 활용하여 슬래브 상부에는 Fig. 3과 같이 각 차로
범위 안에서 승용차 하중이 무작위로 재하될 수 있도록
모델링하였다.
라멘교는 슬래브와 교대가 강접합 되어있기 때문에,
교대 외측의 뒷채움재를 표현하지 않을 경우 실 교량의
거동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뒷채움재의 영향을 Fig. 4와 같이 스프링으로 표현하였으
며, 스프링 계수( )는 뒷채움재를 Solid로 모델링 한 해
석 결과를 통해 도출하였다.

원, 손상 표현 방법, 해석 방법, 하중, 경계조건 적절
성을 분석함
2.2 손상 표현
RC 구조물의 경우 염해, 탄산화, 동해, 화학적 침식,
알칼리골재 반응, 피로 등의 열화 현상에 의해 노후화가
진행된다. 이와 같은 열화 현상은 RC 구조물에 공통정으
로 철근 부식, 철근-콘크리트 부착력 감소, 균열, 박리·
박락과 같은 손상을 발생시킨다. 이러한 손상은 해석적으
로 철근 단면적 감소, 철근-콘크리트 마찰력 감소, 콘크
리트 강성 감소, 콘크리트 단면적 감소 등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Deep-Learn
ing 방법인 CNN은 복합적으로 표현된 손상을 구분할 수
없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RC 구
조물에 발생하는 모든 손상을 포괄적으로 표현할 수 있어
야하기 때문에, 손상을 탄성계수의 감소로 나타내었다

Fig. 3 Example of Random Car Force

Fig. 4 Boundary Condition of Abutment(Spring)

Fig. 2 Method of Damage Expression on Analysis

3. 머신러닝

2.3 하중 및 경계조건

머신러닝은 컴퓨터가 스스로 학습하도록 알고리즘 및
기술을 개발하는 분야를 일컫는데, 학습된 알고리즘을 이
용하여 새로운 데이터를 처리하는 방법이다. 구글의 ‘알
파고’, 삼성의 ‘빅스비’ 등이 이러한 머신러닝 알고리
즘을 이용한 제품의 예로, 머신러닝은 4차 산업혁명 시대
의 근간이라고 평가받고 있다. 본 연구에서 조사한 머신
러닝 기법을 Table 1.에 나타내었으며, 해석 데이터를 적
용하기에 적절한 신경망 알고리즘 기법중 하나인
CNN(Convolutional Neural Network)을 선정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총 29,000개의 해석 데이터중 20,000개의 데이터를 학
습에 활용하였고, 그 외의 9,000개의 데이터를 통해 검증
하였다. 해석 데이터는 실측 데이토와 달리 계측 오차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계측 오차를 고려하기 위해 해석

Input, System, Output의 데이터 형식중 Input에 해당
하는 하중 데이터는 Output 결과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
치는 인자중 하나이다. 일반적으로 교량은 표준특럭하중
인 DB-18, DB-24를 사용하여 설계되며, 최근에는 대부분
DB-24를 사용하는 추세이다. 하지만, 본 연구의 목적은
상시 계측 데이터를 활용하여 구조물에 급작스럽게 발생
하는 손상을 예측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이며,
실제 표준트럭하중과 동일 제원을 가진 트럭이 교량을 주
행하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승용차에 의한 하중을
고려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현재 국내에는 소형, 중형
승용차의 사용량이 많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소형, 중
형 승용차 제원의 평균값인 차륜 길이 2600mm, 차륜 폭
1600mm, 총중량 16000N을 사용하였다. 총 중량은 [공차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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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zadeh Bozorgzadeh (2008), Effect of Backfill Soil
Type on Stiffness and Ultimate Capacity of
Bridge Abutments, University of California,
San Diego.
B.M. Lehane (1999), Simplified Elastic Model for
Restraining Effects of Backfill Soil on
Integral Bridges,
Department
of
Civil,
Structural and Enviromental, Trinity College,
Dublin 2, Ireland
O.N. Taskari (2012) Stiffness and Ultimate Capacity
of
Typical
Abutment-Embankment
Systems,
Aristotle University of Thessaloniki, Greece

Table 1. Techniques of Machine-Learning
유형

표현

연결주의

신경망

베이즈주의

그래픽
모형

기호주의

논리

진화주의
유추주의

대표적 알고리즘

유전자프
로그래밍
서포트
벡터

신경망 알고리즘
(Neural Network)
베이즈이론
(Bayes’Theorem)
의사결정트리
(Decision Tree)
유전자 알고리즘
(Genetic Algorithm)
서포트벡터머신
(Support Vector Machine)

데이터의 값을 평균값으로 ± 의 오차를 허용하였다.
머신러닝 결과 계측 허용 오차가 인 경우 의 손
상 예측 결과가 도출되었고, 계측 허용 오차가 ± 인
경우 의 손상 예측 결과가 도출되었다.

4. 소결
본 연구에서는 인위적으로 손상 해석 데이터를 생성하
고, 머신러닝을 활용하여 손상 예측 시스템의 기반을 개
발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연구 내용과
연구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손상 예측 시스템의 기반을 개발하기 위하여 라멘교
해석 모델에 탄성계수의 감소로 균열, 박리·박락, 철
근부식 등의 손상을 표현하였고, 차량하중을 슬래브
상부에 무작위로 재하하여 다량의 데이터를 인위적으
로 생성함
인위적으로 생성된 계측데이터를 머신러닝에 적용하기
위해 머신러닝 기법을 조사/분석하였으며, 신경망 알
고리즘 기법중 하나인 CNN(Convolutional Neural
Network)을 본 연구에 적절한 기법으로 선정함
머신러닝 결과 계측데이터의 허용 오차에 따라 정확도
에 차이가 발생하였으며, 계측 허용 오차가 인 경
우 , 계측 허용 오차가 ± 인 경우 ,
계측 허용 오차가 ± 인 경우 , 계측 허용 오
차가 ± 인 경우 의 정확도로 도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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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Investigation of Buried Corrugated Steel Arch Structure
Using Trench Installations with Expanded Polystyrene Geofoam
랄프* · 세인** · 마벨*** · 강준석**** · 박종섭*****
Santos, Ralph Raymond · Alolod, Shane · Catuira, Mabel · Kang, Jun-Suk · Park, Jong-Sup
ABSTRACT
This research investigates the effects of trench installation methods with expanded polystyrene (EPS) geofoam on the
behavior of buried corrugated steel arch structure. A universal finite element analysis program, ABAQUS, was used to
model and analyze the structure. For this study, the S275 corrugated steel with a profile of 152x51mm and the arch has
fixed boundary condition. The structure was analyzed for three different configurations, namely; without EPS geofoam,
imperfect trench installation (ITI), and embedded trench installation (ETI). ITI and ETI cases were further divided
depending on the width and height of EPS geofoam. The width of EPS geofoam varies from the span of the arch up to
a 30% increase of the span of the arch while its height varies from the rise of the arch upto 100% increase of the rise
of the arch. The results from the finite element analysis revealed that the ETI reduced the wall stresses by at least
53.95%. It is recommended to conduct further study regarding ETI to validate the results and to further improved the
design criteria of buried corrugated steel arch as it is expected to bring about cost reduction and stability for buried
structures.
Key Words: Buried Structures, Corrugated Steel Arch, EPS Geofoam, Numerical Analysis, Soil-Structure Interaction
pressure generated by the structure and to compensate
the disadvantages of the buried arch structures.

1. Introduction
Over the years, considerable progress have been
made for the improvement of the design criteria of
buried culverts which increased in size and in
numbers with the increase of information developed in
this field. Some studies of soil structure
interaction was made by Kang et.al (2007b, 2007c and
2007d) for deeply buried corrugated steel and PVC
pipes. Zhang and Wan (2015) also studied the stress
acting on the buried corrugated steel pipe while Sun
et. al.(2009) and Meguid et. al (2017) investigated
the effects on the stresses and contact pressures of
box culverts using imperfect trench installation
(ITI) with EPS geofoam. However, studies related to
the effect of trench installation methodologies with
EPS geofoam were still not enough especially to
flexible materials such as corrugated steel. Hence,
this study aims to evaluate the behavior of buried
corrugated steel arch structure under two trench
installations which utilize the use of EPS geofoam.
In addition, this study proposed a new trench
installation methodology called Embedded Trench
Installation (ETI). It is a technique that
encapsulates the whole structure with expanded
polystyrene geofoam (EPS geofoam) to reduce the earth

2. Finite Element Model

(a) Without Geofoam

(b) ITI

(c) ETI
Fig. 1. Model Configurations
The finite element program, ABAQUS (2016), was
chosen because of its wide material modelling
capability and the program’s ability to be easily
customized. S4R element was used to model the arch
structure while an C3D8R element was used for the
rest of the structure. The structure was analyzed 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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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 Material Properties
Modulus of
Density
Elasticity
3
(kg/m )
(MPa)
Soil
1922.09
55.489364
Steel
7850
210,000
EPS Geofoam
14.4
2.5

(2007a), the lateral and top boundaries need not to
extend beyond 2.5 times the span from the centerline
and 3 times the rise of the arch above the crown,
respectively. For deep fills, an equivalent
overburden pressure was used to represent the
remaining backfill. The schematic finite element
modelling is shown in Fig. 2. Furthermore, the arch
had a fixed boundary condition which were subjected
to gravity load.

Table. 1

Poisson’s
Ratio
0.21
0.3
0.12

3. Data and Results

(a) Initial
(b) Deformed
Fig. 3. Typical Modeshape of Arch Structure

Fig. 2.

Fig. 3 shows the initial and defomed modeshape of
the arch structure in FEM analysis where stress
concentrates at the crown or top part of the arch and
on its side which can also be reflected from the
results of Figs. 4 and 5. In addition, both figures
includes all cases with 10% and 100% of arch rise to
account the maximum and minimum effect of EPS
geofoam. Fig. 4 shows the comparison of stresses
acting on the arch structures. Based from Fig. 4a, it
can be incurred that ITI cases follows the trend of
the model without EPS geofoam but differs as it reach
the crown of the arch while ETI cases significantly
reduces the stress at all point. Similar observations
can also be seen in Fig. 4b results. The only
significant difference can be found at the supports
of the arch structures. Both cases produces larger
stress at supports compared to cases without geofoam.
We can also observed in ITI cases that as the span
(S) of the geofoam increases the horizontal stress at
the crown decreases but the vertical stress
increases. But the opposite happens when the rise (R)
of geofoam increases. On the other hand, for ETI
cases both the horizontal and vertical stresses
increases as the span increases while it decreases as
the rise increases. Overall, ETI cases provided
larger stress reduction especially ES0R10 and ES1R10.

Schematic Finite Element Model

three (3) different configurations as shown in Fig.1.
The cases for ITI and ETI were further divided
depending on the span (S) and rise (R) ratio. The
increase of span varies from 0% to 30% of the arch
span on one side at 10% interval while the increase
of rise varies from 10% to 100% of the rise of the
arch with 10% interval. The 81 3D models were labeled
in this format: “(E or I) S (0∼3) R (1∼10)”
corresponding to the different case number, span
width, and rise height. For example, for ETI case
model with 10% increase in span width for one side
and 30% increase in rise height, the model was
labeled as ES1R3. The material properties used for
the analysis were summarized in Table.1. A S275
structural steel was used for the corrugated steel
arch with minimum yield strength of 275 MPa with
similar properties to those of A36 steel and SS400
steel. The corrugation profile of the steel used for
the analysis was a 152x51mm in accordance with CSPI
(2007). On the other hand, the soil have the similar
properties with SW85 (well-graded sand compacted to
85% of maximum density per AASHTO) while the EPS
geofoam have a grade of EPS15 as listed in Beaver
Plastics (2011).

Fig. 5 shows the comparison of displacement on the
arch structure. Based from Fig. 5a, the displacement
at the crown is small for both cases. However, there

Taking advantage of symmetry, only half of the
system is used. Based from the study of Kang e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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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 a larger displacement around the side of the arch.
On the other hand, in Fig. 5b ETI cases provided
smaller displacement compared to both ITI cases and
case without geofoam. However there are certain cases
wherein the displacement surpasses the case without
geofoam. Lastly, It can be observed that for ITI
cases, the bigger the width and the smaller the
height of the geofoam the smaller the displacement
while for ETI cases, S1R10 provided the smallest
displacement.

4. Conclusion and Recommendations

(a) Horizontal

This study presents the evaluation of the behavior
of buried corrugated steel arch structure under two
trench installations which utilizes the use of
expanded polystyrene geofoam. Based from the result,
it was confirmed that the ETI technique using EPS
geofoam, which is a highly compressible material,
reduces the stress and deflection on the buried arch
structure by at least 53.95% compared to case of arch
structures without EPS geofoam reinforcement. Thus,
it is recommended to conduct a study for the
long-term effects and to validate the results of ETI
technique such as experimental test, cost efficiency,
actual construction methodology and other related
studies as it is expected to bring about cost
reduction and stability for buried structures.

(b) Vertical
Fig. 4. Comparison of Stresses on 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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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기준 신 강종을 적용한 노측용 가드레일 시스템의
구조 성능 평가
Structural Performance Assessment of a Guard-Rail System for
Roadside Using a New Steel Type in the KS Standard
이 교 록* · 이 상 열**
Kim, Gyu-Dong · Lee, Sang-Youl
ABSTRACT
A finite element impact simulation study was performed to assess structural performances of a guard-rail system for
roadside using new steel materials (SS275) in the KS standard. The type SS275 shows an enhanced tensile strength in
comparison with the former type SS400. Subsequent simulation results present that the improved model performs much
better in containing and redirecting the impacting vehicle in a stable manner. The numerical results for various parameters
are verified by comparing different models with dynamic responses determined in the barrier from the crash simulation.
Key Words: new steel type, guard-rail system, crash simulation, structural performance assessment

본 연구에서는 개정된 KS D 3503의 신 강종 SS275를
적용한 SB3-B등급 노측용 방호울타리의 충돌에 의한 구
조성능을 평가하기 대하여 비선형 유한요소 동적 해석을
수행하고자 한다.

1. 서 론
공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사회 인프라 및 특수 시설
에 대한 재료 및 구조적으로 안전성과 경제성에 대한 요
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른 요구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강재 및 콘크리트 등 건설 분야에서 사용되는 재료
들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 결과 사
용목적에 따른 다양한 재료들이 개발되었다. 한편 강재의
경우 전술한 바와 같이 다양한 고성능 재료들이 개발되어
왔지만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재료에 대한 성능향상
에 대한 연구는 미진한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국가기술
표준원은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KS D 3503(일
반 구조용 압연강재)등 23종의 강종을 유럽,미국 등과 같
이 국제표준기준으로 표준을 상향함으로써 기존에 사용하
던 강재로 구성된 구조물보다 안전성과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강재로 구성된 도로시설물 중 차량방호울타리는 차량
이 충돌하는 경우 발생하는 에너지를 분산시키거나 변형
에 의해 소산시키는 기능을 수행한다. 또한 주행 중 방향
을 잘못 잡은 차량이 길 밖 또는 대형차로 등으로 이탈하
는 것을 방지하거나 차량이 구조물과의 직접적인 충돌을
방지하여 차량 탑승자 및 차량과 보행자 또는 도로변의
주요시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이러한 차량방호울타리는 설치 위치에 따라 교량
용, 중앙분리대용, 노측용으로 구분된다. 이러한 방호울타
리 제품들은 국토교통부에서 제시한 9개 등급별 충돌시험
조건을 이용해 소형차 및 대형차 충돌에 대해 탑승자에
대한 보호성능과 방호울타리에 대한 강도성능을 검증하여
충돌안전성을 검증받고 사용하도록 되어있다.(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2012)

2. 신 강재 규격분석
기존의 KS(한국산업규격)에서는 인장강도를 기준으로
명칭을 표기했지만 새로운 기준에서는 항복강도로 변경되
었다. 즉, SS400강종은 SS275와 같이 명칭이 변경되었고
인장강도가 400MPa로 표시하던 방법에서 항복강도가
275MPa이라는 뜻으로 변경되었다. 또한 Table.1과 같이
화학성분 C, Si, Mn을 추가로 포함하도록 개정되었다. 신
강종은 항복 및 인장강도가 향상되었으며 이를 요약하면
Table.2와 같다.
Table 1. Chemical Composition of Steel types SS400 and
SS275 in the KS D 3503
C(%)

Si(%)

Mn(%)

SS400

-

-

-

SS275

0.25
이하

0.45
이하

1.40
이하

Table 2.

S(%)
0.050
이하
0.050
이하

Mechanical Properties of Steels in KS D 3503
SS400
SS275
E(GPa)

210

Yield Strength(MPa)

235

275

Tensile Strength(MPa)

400

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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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회원․ 안동대학교 공과대학 토목공학과 부교수, E-mail: lsy@a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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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0.050
이하
0.050
이하

210

3. 수치해석 및 결과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LS-DYNA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SB3-B
등급 노측용 방호울타리에 대한 유한 요소 충돌 해석을
수행하여 변형 및 동적 거동을 검토하였다(Liu et al.,
2014). Fig.1은 노측용 방호울타리와 차량의 충돌 모델을
보여준다. 충돌해석에 적용된 트럭은 미국차량 충돌 연구
센터인 NCAC(National Crash Analysis Center)에서 제공하
는 차량 모델인 8.0ton 트럭(CHE-HGV Truck)모델을 사용
하여 모델링 하였다(NCAC, 2000). 트럭의 경우 31,166개
의 shell 요소와 1,550개의 solid 요소 및 62개의 beam 요
소, 32개의 기타 요소로 총 32,810개의 요소로 되어있으며
대부분의 요소에 적용되어있는 강재의 물성치는 항복응력
610MPa, 탄성계수 207GPa로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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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rash Simulation Model
노측용 방호울타리의 모델은 총 길이 42m와 지주간격
2m로 모델링 하였다. 해석결과 노측용 방호울타리의 지주
가 흙속에 매입되어있는 경우 최대변형거리 기준은 1.0m
이하이며 Fig.2는 트럭 충돌 후 지주의 최대변형거리의 결
과를 나타낸다. 또한, 충돌 후 트럭의 동적거동 검토결과
트럭의 탈출박스범위(A : 8.53m, B : 20m)를 통과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Fig. 2 Maximum Collision Deformation Range

4.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개정된 KS D 3503인 SS275를 적용한
SB3-B등급 노측용 방호울타리의 강도성능에 대하여 분석
하였다. SB3-B등급의 경우 높은 충돌성능이 요구되므로
소형차에 대한 탑승자 안전성을 연구 및 검토가 필요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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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해석 기반 고강도 강관 버팀보의 구조성능 평가
Structural Performance Assessment of a High-Strength Steel Pipe Struts
Based on Parametric Analyses
이 진 우* · 노 명 현** · 이 상 열***
Lee, Jin-Woo · Noh, Myung-Hyun · Lee, Sang-Youl
ABSTRACT
A parametric study was carried out to gain an insight about structural performances considering abnormal behavior effects
in high strength steel pipe strut system. Six load cases were considered as undesirable deflections of strut structures,
which are basic load combination, excessive excavation situations, impact loading effects, additional overburden loads,
load combinations, and 50% reduction of strut length. Subsequent simulation results present various influences of
parameters on structural performances of the strut system. Based on the results, we propose methods to prevent unusual
behaviors of pipe-type strut structures made of high strength steels.
Key Words: high-strength steel, abnormal behaviors, pipe strut system, parametric analyses
이상 거동 유발인자들 중에서 시공현장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인자인 터파기 시 과굴착 상황, 버팀보에 직•간
접적으로 전달되는 충격하중, 배면에 걸리는 추가 상재하
중 등을 고려한 이상 거동 유발 시나리오를 구성하고, 각
변수가 강관 버팀보 구조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상세 분석
한다. 이를 토대로 설계 시 기본하중이 작용된 경우와 비
교하여 구조적 안전성을 평가하고 이상거동을 방지 또는
대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서 론
지하차도 및 지하철과 같은 일반적 토목현장 지반 가
시설의 경우 중간말뚝은 통상적으로 6~8m정도의 간격, 브
레이싱재는 2.0~3.0m 정도의 간격을 유지하고 있다. 굴착
폭도 20~30m 내외의 시공현장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현장
들은 굴착폭에 비해 버팀보의 세장비가 크지 않으므로 일
반적인 H형강 버팀보나 고강도 강관 버팀보가 적용되어
도 버팀보의 좌굴 이상 거동 등의 구조적인 안전성에 문
제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반면, 호텔, 사옥, 오피
스텔과 같은 대형 건축물 공사현장의 경우 굴착심도가
20~30m로 깊고 굴착폭도 50~60m로서 지반 가시설 규모가
상당히 크다. 따라서, 고강도 강관 버팀 보를 적용하여 H
형강대비 공사비를 절감하여 경제성을 높이고, 중량도 작
으며 브레이싱재 없이 중간말뚝 간격을 넓혀서 시공성을
향상시키고 있다 (Park et al., 2012; Choi et al., 2007). 이
는 구조성능 측면에서도 우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만, 굴착폭이 넓으므로 강관 버팀보에 연결이음부가 많
고, 시공편의성 때문에 중간파일간격을 넓히면서 브레이
싱재 설치를 생략하여 시공되고 있는 일부 현장의 경우,
강관 버팀 보에 이상거동 등이 나타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굴착조건을 가진 시공현장의 경우, 고강도 강관
버팀보의 이상 거동에 대한 상세 원인 및 경향 분석에 대
한 연구는 미미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고강
도 강관 버팀보의 이상 거동을 유발할 수 있는 인자를 시
공 프로세스, 장비운용, 외부환경, 기타항목 등으로 상세
분석하고 그 원인에 대하여 규명하고자 한다. 이러한 규
명은 이상거동을 유발할 수 있는 다양한 변수를 고려한
시뮬레이션 경향 분석을 통하여 가능하다 (Choudhury et
al., 2013; Yoo et al., 2010). 또한, 원인 분석을 기반으로

2. 강관 버팀보의 이상거동 분석
본 절에서는 실제 현장을 대상으로 장기거동을 계측하
여 이를 분석하고, 고강도 강관 보팀보 구조의 이상 거동
유발인자들 중에서 현장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인자인
터파기시 과굴착 상황, 버팀보에 직•간접적으로 전달되는
충격하중, 배면에 걸리는 추가 상재하중을 고려한 이상
거동 유발 시나리오를 구성하고자 한다. Fig. 1은 상암동
S호텔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고강도 강관 버팀보의
이상 거동 예를 보여준다.

Fig. 1 Abnormal behaviors of high-strength steel stru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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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현장의 경우, 버팀보 간격은 당초설계 시 9~12m로
서 최대 지간인 12m로 구조 검토하였으며, 국부 좌굴 검
토를 위해 합성응력을 검토한 결과 허용응력대비 최대
77% 수준의 응력이 발생되었다. 실제 시공 시에는 7T규
격에 8m이하의 간격으로 배치하였다. 또한, 응력 검토 시
에는 강재의 재사용 및 부식을 고려하여 허용응력을 90%
로 저감하였다. 이상 거동의 경우, 직선 버팀보의 둔각 발
생 부분에 화타가 아닌 앵글잭을 사용함으로서 고정단 지
점이 아닌 HINGE가 발생하여 휨에 대해 취약한 직선 버
팀보에서 변형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변위 발생 측
정 결과, 본 현장의 변위 발생은 POST PILE의 움직임에
따라 버팀보의 선형 변위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POST PILE의 움직임을 측정하기 위하여 4개소에 측점을
잡고 광파기로 측정한 결과, 측정 오류로 인한 값을 제외
한 경우 평균적으로 약 18cm 가량의 변위가 발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전술한 이상거동의 다양한 원인에 대한
영향을 상세규명하기 위하여 구조설계 시 고려하는 기본
하중조합이외에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하중조합 및
이상거동 시나리오를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6가지
Case의 이상거동 시나리오를 구성하였으며, 일부 Case는
현장조건에 따라 세분화 하였다. 먼저 기본하중조합(Case
I)은 고정하중, 활하중, 온도하중, 토압, 그리고 수압의 일
반하중 조건으로 구성된다. Case II는 기본하중조합에 두
가지 종류의 과굴착이 발생한 경우가 추가적으로 가정되
었다. 터파기 시 과굴착은 시공1단계부터(1단 버팀보 설치
전) 과굴착 상황이 발생하기보다는 중간 이후의 시공단계
에서 사례가 많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버팀보 2단 설치전
의 경우(Case II-1)와 마지막 버팀보 설치전의 경우(Case
II-2)를 가정하였다. Case III는 최종굴착단계에서 최하단
버팀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충격하중을 추가적으로 고려
하였다.

Fig. 2 Numerical modeling using MIDAS GEOXD

4. 결과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지반굴착 가시설 일부 현장에서 발생하
고 있는 고강도 강관 버팀보의 좌굴 이상 거동에 대해 원
인을 다양하게 분석하고, 분석 가능한 유발 인자들에 대
한 6 Case의 이상재현 구조 해석을 통하여 각 Case에 대
한 영향을 규명하였다. 굴착시 과도한 굴착심은 버팀보
성능에 문제를 유발시킬 수 있다. 설계 및 시공 계획시
과굴착을 예방하거나, 단면을 보강하는 등의 사전 대처가
필요하다. 또한, 버팀보 및 중간파일에 추가적인 충격하중
이나, 배면에 추가적인 상재하중은 그 하중규모에 따라
버팀보 성능에 불리한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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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치해석 모델링
본 연구에서는 지반가시설 해석에 적용되는 해석이론
과 방법 중에서 일반적인 설계단계에서 복잡하지 않고 신
뢰도가 높아 많이 사용하는 탄소성보법을 적용하였다. 수
치해석 프로그램은 MIDAS GEOXD를 사용하였으며, 흙막
이 벽은 탄성보로, 흙은 탄성 스프링으로 각각 모델링하
였다 (MIDAS, 2010). 해석 대상 구조물은 SLURRY
WALL(Thickness=800mm H=30.00m, 35MPa)로 구성된 토
류벽 구조물을 형성하여 강관 버팀보 공법으로 지지하면
서 굴착하였으며, 지보공에는 D406.4×7 및12t인 STKT590
고강도 강재가 적용되었다. 굴착 깊이는 23.06m, 강관 버
팀보(지보공)의 수평간격은 2.8m이며, 사보강재 수평간격
2.0m이다. 기존의 이상 거동이 발생하지 않은 현장으로서
구조계산서 및 설계도면을 입수하여 이상 거동 유발인자
를 분석하여 하중조합하였다. 1차 해석에서는 시공현장에
서 강관버팀보의 이상 거동을 주로 유발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는 터파기시 과굴착, 작업중 충격하중, 추가상재 및
하중이 혼재된 상황을 고려하여 구조해석을 수행하였다.
Fig. 2는 MIDAS GEOXD를 적용한 수치해석 모델링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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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텐션 방식의 PSC 거더 이동식 제작장치
Portable Prestressing Device for Pretensioning PSC Girders
이 규 세*
Yi, Gyu-Sei
ABSTRACT
In general, the pretensioned PSC members are manufactured at the factory and are transported to the site. Due to road
conditions, their sizes are limited. Therefore, until now pretensioning method is only applied to small PSC members. In
order to produce large scale PSC members using pretensioning method, they shall be made on site. In this study, a

portable prestressing device to produce pretensioning PSC girders on site has been developed. The portable
prestressing device should be safe and stable about jacking force. In this paper, the portable prestressing
device to produce 10m-span pretensioning PSC girders was made. The static loading test was performed to
analyze the resisting mechanism of each component of that device. The jacking force was introduced by
stretching and anchoring the tendons at its both ends. In the static loading test, the structural characteristics
of the developed device are investigated.
Key Words: Pretension, PSC Girder, Prestressing Bed
서 거더를 생산함으로써 운반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

1. 서 론

가 필요한 실정이다.
국토해양부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2007년까지 완공된

본 연구는 운반문제를 해결하고 경제성을 확보한 30∼

도로교의 수는 총 24,923개소(연장 2,289km)에 달하며

50m급 프리텐션방식의 PSC 거더를 제작하기 위하여 이동

2003년에서 2007년 사이에 건설된 교량의 약 26%가 PSC I

식 긴장대를 개발하고자하는 연구이다. 궁극적 목표인

형 교량으로 가설되었다.(국토해양부, 2008) 국내에서

50m에 달하는 PSC 거더에는 약 10MN에 이르는 매우 큰

PSC I형 거더의 제작은 포스트텐션방식을 주로 사용하고

긴장력이 가해져 이동식 긴장대가 콘크리트 양생전까지

있는데, 이는 프리텐션방식이 쉬스, 그라우팅, 정착장치

이 긴장력을 저항하여야한다. 따라서 이동식 긴장대는

등을 사용하지 않아 포스트텐션방식 보다 제작비를 감소

하중에 대한 안전성과 좌굴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하여야

시킬 수 있으나(신현묵, 2003), 거더의 길이가 30∼50m에

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동식 긴장대의 각 구성요소가 긴

달하면 중량과 크기 제한(국토해양부, 2010)으로 공장에

장력에 대하여 어떠한 거동을 하는지 파악하기 위하여

서 제작하여 현장으로 운반하기에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

10m정도의 PSC 거더를 생산할 수 있는 17m 크기의 이동

서 현장에서 프리텐션방식의 PSC I형 거더를 생산하게 된

식 긴장대를 실험용으로 제작하고 정적재하실험을 통해

다면 운반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경제성을 향상시킨 PSC I

이동식 긴장대의 성능검증 및 구조적인 성능과 거동특성

형 교량을 제작할 수 있을 것이다.

을 파악하고자 한다.

프리텐션방식의 PSC부재에 관련된 연구를 살펴보면 고

2.

성능 콘크리트를 적용하기 위한 연구,(남유석 등, 2006)
긴장강선의 절단방식 또는 절단순서의 영향을 파악하는

이동식 긴장대
이동식 긴장대는 최대 10MN에 달하는 큰 축력을 지지

연구,(김장호 등, 2008; 문도영 등, 2009) 강연선과 콘

해야 한다. 본 연구개발 에서는 기본적으로 큰 축력은

크리트 부착에 의한 유효프리스트레스를 전달시키기 위

두 개의 H형강을 용접하여 구성된 더블H-형 단면을 갖는

한 전달길이에 관한 연구,(오병환 등, 2000; 오병환 등,

거더를 Fig. 1(a)에서와 같이 양측에 배치하여 지지하고

2004) 등 프리텐션방식의 PSC부재에 특성에 관한 연구가

자 하였다. 두 개의 더블 H-형 거더는 강연선으로 도입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운반문제로 인하여 이들

되는 축력 및 단면도심과 강연선군의 도심의 차이로 인

연구들은 대부분 슬래브부재나 20m이하의 단지간 거더와

하여 발생되는 약간의 단부 모멘트에 저항할 수 있는 단

같은 소규모 프리텐션방식의 PSC 부재에 적용되고 있다.

면이 되도록 설계하였다. 그러나 50m급의 PSC 거더를 생

따라서 30m 이상의 중장지간 프리텐션방식의 PSC I형 거

산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개의 더블 H-형 거더가 세장하여

더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포스트텐션방식과 같이 현장에

횡방향 좌굴을 방지할 수 없다.

* 정회원․ 선문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 E-mail: gyusyi@sunmoon.ac.kr - 발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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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험 방법

하나의 RC 바닥판과 두 개의 더블 H-형 거더는 한 조
를 이루며, 운반 가능한 길이로 하기 위하여 8∼10m의

4.1 측정위치

길이로 하였다.

긴장력 도입시 이동식 긴장대 실험체의 각 구성요소에
전달되는 변형 및 응력의 크기를 파악하기 위하여 Fig. 2
와 같이 종방향으로 1/2지점 2개소, 1/4지점 1개소, RC
바닥판 내부철근 및 긴장Box 상부판에 스트레인 게이지
를 부착하였으며 각 지점의 스트레인 게이지 부착 형태
(a) 조립전

는 Fig. 3의 (a)∼(c)와 같다. 또한 긴장력 도입시 거동

(b) 조립후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Fig. 3 의 (d)와 같이 이동식

Fig. 1. 이동식 긴장대의 개념도

긴장대 실험체 더블 H-형 거더의 정중앙 부분 상부플랜
지와 복부판에 수직 방향으로 3개의 변위계를 설치하였

이동식 긴장대는 한 조를 이룬 RC바닥판과 두 개의 더

다.

블 H-형 거더가 길이 방향으로 연결되어 10∼50m급 PSC
거더를 제작할 수 있는 소정의 길이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 들을 편의상 거더부로 명명하도록 하겠다.
Fig. 1(b)에서보는 바와 같이 원하는 길이만큼 거더부를
연결하고, 양단에 긴장Box를 설치하여 긴장력을 도입하
도록 하는 것이 본 연구에서 개발한 이동식 긴장대의 기
본 형상에 대한 고안이다.

Fig. 2 스트레인 게이지 부착위치

3. 실험 계획
5. 실험 결과

3.1 실험체의 제원 및 구성

5.1 하중재하단계에 따른 응력분포

강연선을 긴장하여 정착하고 긴장력에 저항하며 더블
H-형 거더에 긴장력을 전달해야 하는 긴장 Box는 두께

하중재하단계별 더블 H-형 거더에서의 응력분포는

30mm, 50mm 강판을 박스형태로 조립하여 제작하였으며

Fig. 4∼6과 같이 선형거동을 한다. 실험 결과 더블 H-

긴장Box 전, 후면판에 50m급 PSC 거더 제작에 사용될 강

형 거더의 상부 플랜지에서 최대 15.96MPa 복부판에서는

연선 삽입구멍 52개를 미리 뚫어 놓았다. 긴장Box 내부

최대 16.17MPa의 압축응력이 발생하며 바닥판 블록에서

에는 30mm 강판을 격자 형태로 설치하여 긴장시 발생할

도 일정량의 긴장력이 전달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각

압축력에 대해 보강하였다.

단면에서의 동일 지점에서 응력분포가 거의 같게 발생하

현장에서 각 구성요소를 조립하여 긴장대로 사용하게

고 있으므로 더블 H-형 거더에는 길이방향으로 일정한

된다. 이동식 긴장대는 50m급 PSC 거더를 제작할 수 있

압축력이 전달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도록 설계하였고, 긴장력 가력시 각 구성요소의 구조성
능과 운반 및 조립성능을 파악하기 위하여 단부거더(길
이: 3.5m, 2개)와 더블 H-형 거더(길이 10m, 1개)를 조
립, 총길이 17m의 실험체를 제작하여 10m급 프리텐션 방
식의 PSC 거더를 생산할 수 있다.

표 1. 실험체 구성요소의 중량 및 길이
구분

중량(kN)

길이(m)

갯수

긴장Box
단부거더
단부거더 RC바닥판
더블 H-형 거더
더블 H-형거더 RC바닥판

71.21
51.68
73.52
53.79
216.72

1
3.5
3.5
10
10

2
4
2
2
1

Fig. 4. 상부 플랜지 응력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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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동식 긴장대는 각 개별요소의 운반이 가능하며
조립성능을 확보하여 현장에서 프리텐션 방식의
PSC 거더 제작이 가능하다.
(2) 긴장력 가력시 선형거동을 하며 가력하중 2,952kN
에서 발생되는 응력정도는 도로교 설계기준의 허
용치 이내로 하중에 대한 안전성은 확보하였다.
(3) 더블H-형 거더와 RC바닥판이 합성거동을 함으로서
PC강연선군의 긴장력 작용위치와 단면의 도심 위
치 차이에 따른 편심이 발생하여 이동식 긴장대는

Fig. 5. 복부판 응력분포

축력과 휨모멘트가 함께 작용한다.
(4) 긴장Box 상부판의 응력분포를 통하여 긴장Box는 휨
거동을 하며 충분한 안전성을 갖추고 있다.
본 연구를 통하여 이동식 긴장대의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실용화를 위해서는 긴장Box 내부응력, 긴
길이의 PSC 보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길이변화에 따른 구
조적 성능과 좌굴거동에 관한 연구 등이 추가적으로 진
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Fig. 6. 하부 플랜지 응력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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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플랜지 상하 및 횡방향 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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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론
프리텐션 방식의 PSC 거더 생산이 가능한 이동식 긴장

신현묵 (2003)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동명사.

대의 정적하중재하 실험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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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메가기둥 기둥-보 T형스티프너 접합부 단순인장실험
Simple Tensile Experiment of Composite Mega Column to Beam
Connections with T-shaped Stiffener
이 재 현* · 김 도 범** · 염 경 수*** · 박 동 순**** · 최 성 모*****
Lee, Jae-Hyun · Kim, Do-Bum · Yom, Kyong-Soo · Park, Dong-Sun · Choi, Sung-Mo
ABSTRACT
As buildings are becoming larger, demand for large-scale composite columns for heavy load is increasing. Welded
built-up CFT column (ACT Column I) previously developed by authors of this study is structurally stable and
economical. Characteristic of welded built-up CFT column is that there is a limitation of cross-sectional size and
application of external diaphragm connection to ensure continuity of rib. Then, composite mega column (ACT Column II)
was developed to improve limit of cross-sectional size. Composite mega column has a closed cross section like welded
built-up CFT column, but thick plate is inserted between cold-formed steel to expand cross section size. However, when
external diaphragm connection is applied to composite mega column, amount of steel is increased greatly and interference
with finishing material occurs. In this study, internal diaphragm connection is applied through characteristic of composite
mega column to which beam flange or stiffener can be attached to plate. In order to analyze this, simple tensile
experiment of composite mega column connection with T-shaped stiffener was performed.

Key Words: Welded built-up CFT column, Composite mega column, T-shaped stiffener, Simple tensile experiment

1. 서 론
건축물이 대형화됨에 따라, 대형합성기둥의 수요는 점
차 증가하고 있다. 기존 연구(Lee, S.H., 2008)에서 개발
한 용접조립 각형 CFT 기둥 (ACT Column I)은 단면 크기
에 제한(618☓618mm)이 있고, 리브의 연속성 확보를 위해
외다이아프램이 적용되었다. Fig. 1(a)는 용접조립 각형
CFT 기둥의 형상을 나타내고 있다.
이후 대형합성기둥을 제작하기 위해, Fig 1(b)에서 보
이는 합성메가기둥(ACT Column II)을 개발하였다. 합성메
가기둥은 용접조립 각형 CFT 기둥과 같이 폐쇄형 단면을
구성하고 있으며, 리브를 갖는 냉간성형 강재의 사이에
후판을 끼워 넣어 단면의 크기를 확장하였다. 그러나 합
성메가기둥에 용접조립 각형 CFT 기둥과 같이 외다이아프
램을 적용하게 되면, 외다이아프램의 크기가 커져 강재량
이 많이 늘어나고, 마감재와의 간섭이 발생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냉간성형 강재 사이에 후판을 갖는 합성메
가기둥의 특성을 살려, 외다이아프램을 대신하여 T형스티
프너가 내다이아프램으로 적용된 기둥-보 접합부의 단순
인장실험을 통해 구조 성능을 분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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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회원
정 회 원
정 회 원
정 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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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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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Welded built-up CFT
(b) Composite mega
column
column
Fig. 1 Shape of ACT Column

2. 기둥-보 접합부 단순인장실험
2.1 실험 개요
합성메가기둥-보 접합부에 연직하중이 작용하게 되면
하부 플랜지는 기둥 내부의 충전 콘크리트에 의해 강관
플랜지의 면외변형이 구속되지만, 상부 플랜지의 면외변
형은 구속하기 어렵다. 따라서 합성메가기둥-보 접합부에
서는 내다이아프램을 사용하여 인장력을 받는 상부 플랜
지에 대해 보강을 하려고 한다. 본 연구에서는 Fig. 2에

서울시립대학교 건축공학과 석사과정, E-mail: iops00@naver.com – 발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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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립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E-mail: smc@uos.ac.kr

• 69 •

서 보이는 합성메가기둥-보 접합부에서 인장력이 작용하
는 보 플랜지만을 단순화한 실험체를 제작하고 단순인장
실험을 통해 최대하중 및 하중전달흐름을 분석하고자 한
다.

Table 1. List of Experiment Specimen
Beam
Column
Concrete
flange
Specimen
width
charge
thickness
(mm)
(mm)
NC-500T1
X
500
14
C-500T1
O
500
14
NC-500T2
X
500
10
C-500T2
O
500
10
C-650T1
O
650
14
C-800T1
O
800
14

T-shaped stiffener
(mm)
106☓28☓14☓14
106☓28☓14☓14
106☓20☓10☓10
106☓20☓10☓10
106☓28☓14☓14
106☓28☓14☓14

2.3 실험 결과
(a) 3D model of
(b) Cross section of
connection
connection
Fig. 2 Composite mega column to beam connection

1) 재료시험 결과
기둥-보 접합부 인장실험에서 사용된 강재와 콘크리트
에 대해서 각각 재료시험을 수행하였다. 강재는 KS B
0801 및 0802의 규준에 따라 수행하였으며, 사용된 재료
는 SM490 10mm, 14mm이다. 콘크리트는 공시체의 21일 압
축강도시험을 수행하였으며 Table 2,3은 각 재료시험의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2.2 실험 계획
기둥-보 접합부 인장실험에서 사용된 실험체는 모두
SM490 강재를 사용하여 제작하였다. 콘크리트는 28일 압
축강도 24MPa로 계획하였고, 실험변수는 콘크리트 충전유
무, 기둥 단면크기로 총 6개의 실험체를 제작하였다. 하
중 가력은 3,000kN급 유압식 만능 시험기(U.T.M)을 사용
하여 보 플랜지 양쪽에서 인장력을 가했고 최대내력 이후
파괴모드가 확인될 때까지 가력속도 0.02mm/s의 변위제어
로 가력하였다. Fig. 3은 실험체의 상세도를 나타내고,
Table. 1은 실험체 일람을 나타내고 있다.

Table 2. Result of Steel Tensile Test
Thickness
Yield strength
Steel Grade
(mm)
(MPa)
10
450
SM490
14
366

Tensile strength
(MPa)
536
478

Table 3. Result of Concrete Compressive Strength Test
Design Strength (MPa)
Size (mm)
Test Result (MPa)
24
Φ100☓200
27
2) 접합부 단순인장실험 결과
합성메가기둥-보 접합부에서 인장력이 작용하는 플랜
지만을 단순화한 실험체의 결과는 Table 4에, 파괴모드
형상사진은 Fig. 4에 나타내고 있다.
Table 4. Result of Connection Tensile Experiment
Load (kN)
Specimen
Yield
Maximum
Expected
Yield /
Load
Load
Load
Expected
NC-500T1
451
514
769
0.62
C-500T1
760
952
769
0.99
NC-500T2
412
480
675
0.61
C-500T2
667
786
675
0.97
C-500T3
701
799
675
1.03
C-650T1
771
1029
769
1.01
C-800T1
771
1069
769
1.01
접합부 단순인장실험은 강재의 재료실험결과 항복강도에
보 플랜지 단면적을 곱한 값으로 예상하중을 산정하며,
식(1)에 나타내고 있다.
   × 
(1)

Fig. 3 NC-500T1 Specimen

파괴형상은 콘크리트 무충전 실험체는 용접부에서, 충전
실험체는 보 플랜지에서 파괴가 일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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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NC-500T1

(b) C-500T1

(c) NC-500T2
(d) C-500T2
Fig. 4 Failure Mode of Specimen

(e) C-650T1

(f) C-800T1

(a) Specimen with flange 14mm
(b) Specimen with flange 10mm
Fig. 5 Strain Distribution by Step of Load
한 결과, 콘크리트 충전 시 접합부에서는 인장력에 대해
T형스티프너와 스티프너에 의한 콘크리트의 앵커력의 합
력으로 거동함을 확인하였다.

3. 분석 및 고찰
합성메가기둥-보 접합부에서의 하중전달흐름을 분석하
기 위해 단순인장실험을 수행하였고, 게이지 변형률 분포
를 통해 변수 별로 비교, 분석 하였다.

2) 기둥의 단면크기에 따른 접합부의 거동을 분석한
결과, 단면이 커지면 T형스티프너 대비 콘크리트 양이 증
가하여 T형스티프너의 변형이 적어지고 최대 하중이 커는
것을 확인하였다.

3.1 콘크리트 충전 유무에 따른 영향
콘크리트 충전 유무에 따른 실험체의 거동을 확인하기
위해 NC-500T1, C-500T1, NC-500T2, C-500T2, 보 플랜지
를 비교하였으며, 용접부에서 파괴가 일어난 실험체는 그
이전까지의 데이터를 분석하였다. Fig. 5를 보면 콘크리
트를 충전하지 않은 실험체는 보 플랜지와 그래프 양상이
비슷하며, 콘크리트를 충전한 실험체는 동일 하중에 대한
T형스티프너 변형이 적은 것을 확인하였다.

단순인장실험을 통해 내다이아프램 적용 시 보 플랜지
파괴모드로 유도가 가능하다는 점과 하중전달흐름을 확인
하였으며, 콘크리트가 충전된 경우 내다이아프램과 콘크
리트 앵커력의 합력으로 거동하고, 단면크기에 따라 콘크
리트가 부담하는 힘의 크기가 커지는 것을 분석하였다.

감사의 글
3.2 기둥 단면크기에 따른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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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TBIP-C111803-02) 지원으로 수행되었으며, 이에 감사
드립니다.

기둥의 단면크기에 따른 접합부의 거동을 확인하기 위
하여 C-500T1, C-650T1, C-800T1 실험체를 비교하였다.
각 실험체의 최대하중은 단면이 커질수록 커지는 것을 실
험 결과로 확인하였고, Fig. 5(a)에서는 단면이 클수록 T
형스티프너의 변형이 적다는 것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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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본 연구에서는 합성메가기둥-보 접합부의 보 플랜지를
단순화한 단순인장실험을 수행하였으며, 실험결과 분석을
통해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콘크리트 충전 유무에 따른 하중전달 흐름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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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사고유주기에 내재된 수평 보유내력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lateral force capacity inherent in approximate natural
period
윤 용 진* · 윤 명 호**
Yoon, Yong-Jin, · Yoon, Myung-Ho
ABSTRACT
In seismic design, the approximate natural period equation is defined differently for each country. Korea is currently
using what is prescribed by KBC 2016. The natural period is a physical quantity related only to the stiffness and mass
of the structure. If the mass is constant, the natural period is inversely proportional to the square root of the stiffness. In
this study, the main objective is to evaluate the lateral force capacity inherent in the current approximate natural period
equation. To grasp seismic performance, it is necessary to know the lateral resisting force of the structure. In order to
know the lateral resisting capacity, the analytic model buildings were designed to have the exactly same as approximate
natural period specified in the current standard, and nonlinear push-over analysis was performed. From the analysis
results, the base shear coefficient and roof drift angle etc were discussed and evaluated.
Key Words: approximate natural period, lateral force capacity, nonlinear push-over analysis ,base shear coefficient

1. 서 론

  m , 골조간격 m 로 하였다. 1개 층의 유효중량은
 으로 일정하다.

h1

h2

h

hn

내진설계에서 근사고유주기식은 각 나라에 따라 다르
게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KBC 2016에서 규정하
고 있는 것을 사용하고 있다. 고유주기는 구조물의 강성
과 질량에만 관련된 물리량이다. 질량이 일정하다고 보면
고유주기는 강성의 제곱근에 반비례한다.
본 연구에서는 현행 고유주기식에 내재된 수평 보유내
력을 파악하는 것을 주요한 목적으로 한다.
내진성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구조물이 가지고 있는
수평 보유내력을 알아야 한다. 수평 보유내력을 알기 위
해, 현행 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사고유주기를 기준으
로 건물을 설계하고 비선형 Push Over 해석을 하였다.
해석결과로부터 밑면전단력 계수와 옥상층 변형각 등
을 비교분석하였다.

L1

L2

L1

Fig. 1. 3-bay Rigid Frame

2. Push Over 해석
2.1 해석 대상 골조

   ×  ×  × 

(1)

   ×  ×  ×  × 

(2)

  kN

(3)

   ÷   kN·scm

(4)

해석모델은 1층, 3층 및 9층을 Fig.1에서와 같이
3-bay 철골모멘트 골조로 설계한다. 보의 휨강성(  )은
Rigid Floor Diaphragm 가정에 의해 무한 강성체로 하였
다. 내부 기둥과 외부 기둥의 단면2차모멘트는  와  

근사고유주기식은 KBC 2016에서 규정하고 있는 식으로
아래와 같다.

   


(5)

로 지정하였다. 활하중 은 kNm  으로 하고 질량
에는 50%만 기여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고정하중 

철골 모멘트 골조 :   

(6)

건축물 밑면으로부터 최상층까지의 전체 높이   : 

은 철근콘크리트 비중 kNm  을 적용하고 콘크리트 슬
래브를 cm 로 하였으며 기둥무게 및 마감재 등을 고려
하여 20% 할증하였다. Fig.1에서    m ,    m ,

층의 층강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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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NonlinPro는 Drain-2dx를 해석엔진으로 내장하고 있는 윈
도우용 프로그램이다.
Push Over 해석시   ∆ 효과를 고려하였고 최대 횡
변위는 로 제어하였다. 는 건물의 총 높이이다.
설계된 구조물을 평가하기 전에 해석모델명은 다음과
같이 부여하였다.
예) S 03 T 20
S03은 Story(층)의 약자이며 숫자는 층수를 의미한다. T
는 근사고유주기를 뜻하며 숫자는 근사고유주기의 2.0배
를 의미한다.
Push Over해석은 1층, 3층, 9층 해석 대상 골조에 대
하여 수행하였다. 해석 대상 골조는 1차고유주기(   )가

 ×  ×  ×  ,    ,   ,    로 하였

근사고유주기(   )의 1.0배, 1.5배 및 2.0배가 되도록 설

다.

계하였다.

 ·     · 

  



(7)

단,  : 내부 기둥의 단면2차 모멘트
고유치 해석(Eigen value analysis)에 의해서  값이
결정되면 층의 기둥의 소요단면 2차모멘트   는 다음
식과 같다.
·

(8)

   
·
소요단면

H형강의

2차모멘트로부터



단면치수





 




(9)

3. Push Over 해석 결과

다질점계에서 1차고유주기   및 질량 이 주어졌을

3.1 S01 계열

때 1층의 소요강성 는 아래와 같이 구한다.
  의 최소 고유치를 min 이라고 한다.
 ·  min ·


1층 모델 해석결과 밑면전단력과 옥상층 변위 관계는
Fig.2와 같다. Fig.2는 옥상층 변위(∆roof )와 밑면전단력
(10)



   → ∴  



(11)


·  min ·



(12)



(  )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따라서 1층의 횡강성과 내부기둥의 단면 2차모멘트는
다음과 같다.
·
 
·min

(13)

··
  
· ··min

(14)

Fig. 2 Results of Push Over Analysis (1-story)
S01 계열의 항복 밑면전단력(  ), 항복시 옥상층 변위
(∆  ) 및 횡강성( )을 정리하여 Table 1에 나타낸

2.2 층별 횡하중(  )

다.
Table 1. Lateral stiffness of S01 series
∆ 

횡강성
해석모델
[kN]
[kNcm ]
[cm ]
904
0.8
1130
S01T10
(1)
(1)
(1)
559
1.1
508.18
S01T15
(0.62)
(1.38)
(0.45)
362
1.3
278.46
S01T20
(0.40)
(1.63)
(0.25)

층별 횡하중의 분포는 KBC 2016에서 규정하는 지진력
의 수직분포계수(  )와 동일하게 적용하였으며 3개의
층마다 동일한 강성으로 하였다. 따라서 KBC 2016 내용에
따라 밑면전단력을 수직분포 시킨 층별 횡화중을 다음 식
에 따라 결정하였다.

   


 


 

(15)
(16)



비고

* 괄호 안의 수치는 T10모델을 기준으로 나타낸 비이다.

 

Fig.3은
2.3 해석 프로그램

밑면전단력

계수(  )와

옥상층의

변형각

(∆ )의 관계를 나타낸다. 밑면전단력 계수(  )는
밑면전단력(  )을 건물의 유효중량으로 나눈 값이다.

해석에 사용된 프로그램은 Nonlinpro 6.2 버전이다.

• 73 •

S03T15
S03T20
Fig.5는

622.7
(0.55)
405.9
(0.36)
밑면전단력

3.1
(1.24)
3.6
(1.44)

200.87
(0.44)
112.75
(0.25)

계수(  )와

옥상층의

변형각

(∆ )의 관계를 나타낸다.
Fig. 3 Base Shear coefficients vs. ∆
S01 계열의 옥상층 변형각 에 해당되는 밑면전단
력 계수, 항복시 옥상층 변형각 및 항복시 밑면전단력 계
수를 정리하여 Table 2에 나타내었다.   는 에
해당되는 밑면전단력계수이다.
Table 2. Lateral force capacity at roof drift angle h/500
(S01 series)

∆

비고
해석모델
1.00
0.003
0.65
S01T10
(1)
(1)
(1)
0.53
0.004
0.285
S01T15
(0.53)
(1.33)
(0.44)
0.32
0.004
0.16
S01T20
(0.32)
(1.33)
(0.25)

Fig. 5 Base Shear coefficients vs. ∆
S03 계열의 옥상층 변형각 에 해당되는 밑면전단
력 계수, 항복시 옥상층 변형각 및 항복시 밑면전단력 계
수를 정리하여 Table 4에 나타내었다.
Table 4. Lateral force capacity at roof drift angle h/500
(S03 series)

∆

해석모델
비고
0.36
0.003
0.265
S03T10
(1)
(1)
(1)
0.20
0.004
0.115
S03T15
(0.56)
(1.33)
(0.43)
0.004
0.065
0.13
S03T20
(0.36)
(1.33)
(0.25)

의 변위에서 T10의 경우 건물 유효중량의 65%,
T15의 경우 28.5%, T20의 경우 16%의 수평보유내력을 가
지는 것을 알 수 있다.
3.2 S03 계열
3층 모델 해석결과 밑면전단력과 옥상층 변위 관계는
Fig.4와 같다. Fig.4는 옥상층 변위(∆roof )와 밑면전단력

의 변위에서 T10의 경우 건물 유효중량의 26.5%,
T15의 경우 11.5%, T20의 경우 6.5%의 수평보유내력을 가
지는 것을 알 수 있다.

(  )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3.3 S09 계열
9층 모델 해석결과 밑면전단력과 옥상층 변위 관계는
Fig.6과 같다. Fig.6은 옥상층 변위(∆roof )와 밑면전단력
(  )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Fig. 4 Results of Push Over Analysis (3-stories)
S03 계열의 항복 밑면전단력(  ), 항복시 옥상층 변위
(∆  ) 및 횡강성( )을 정리하여 Table 3에 나타낸다.
Table 3. Lateral stiffness of S03 series
∆ 

횡강성
해석모델
[kN]
[cm ]
[kNcm ]
1136.5
2.5
454.6
S03T10
(1)
(1)
(1)

비고
Fig. 6 Results of Push Over Analysis (9-sto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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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09 계열의 항복 밑면전단력(  ), 항복시 옥상층 변위
(∆  ) 및 횡강성( )을 정리하여 Table 5에 나타낸다.
Table 5. Lateral stiffness of S09 series

∆ 
횡강성
해석모델
[kN]
[kNcm ]
[cm ]
1361.6
7.4
184
S09T10
(1)
(1)
(1)
755
9.1
82.97
S09T15
(0.55)
(1.23)
(0.45)
498.2
10.7
46.56
S09T20
(0.37)
(1.45)
(0.25)

비고

Fig. 8 Comparison of Yield Base Shear coefficients
Fig.7은 밑면전단력 계수(  )와 옥상층의 변형각

3.5 전체 해석모델의   비교

(∆ )의 관계를 나타낸다.
전체 해석모델의 Roof drift angle h/500에서의 밑면전
단력 계수(  ) 비교하여 Fig.9에 나타내었다.

Fig. 7 Base Shear coefficients vs. ∆
S09 계열의 옥상층 변형각 에 해당되는 밑면전단
력 계수, 항복시 옥상층 변형각 및 항복시 밑면전단력 계
수를 정리하여 Table 6에 나타내었다.
Fig. 9 Comparison of Base Shear coefficients at h/500
Table 6. Lateral force capacity at roof drift angle h/500
(S09 series)

∆

해석모델
비고
0.14
0.003
0.11
S09T10
(1)
(1)
(1)
0.08
0.004
0.05
S09T15
(0.57)
(1.33)
(0.45)
0.05
0.004
0.03
S09T20
(0.36)
(1.33)
(0.27)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현행 근사고유주기식에 내재된 수평 보
유내력을 파악하기 위하여 해석모델을 설계하고 Push
Over해석을 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1) S01 계열의 항복 밑면전단력(  )은 T10 모델에서
904kN(1), T15 모델에서 559kN(0.62), T20 모델에서
362kN(0.40)이며, 횡강성( )은 T10 모델에서 1130

의 변위에서 T10의 경우 건물 유효중량의 11%,
T15의 경우 5%, T20의 경우 3%의 수평보유내력을 가지는
것을 알 수 있다.

kNcm (1), T15 모델에서 508.18kNcm (0.45), T20 모
델에서 278.46kNcm (0.25)이다.
2) S01 계열의 항복 밑면전단력 계수(  )는 T10 모델

3.4 전체 해석모델의 항복 밑면전단력 계수(   ) 비교

에서 1.00, T15 모델에서 0.53, T20 모델에서 0.32이다.
3) S03 계열의 항복 밑면전단력(  )은 T10 모델에서
1136.5kN(1), T15 모델에서 622.7kN(0.55), T20 모델에
서 405.9kN(0.36)이며, 횡강성( )은 T10 모델에서

전체 해석모델의 항복 밑면전단력 계수를 비교하여
Fig.8에 나타내었다.

454.6kNcm (1), T15 모델에서 200.87kNcm (0.44),
T20 모델에서 112.75kNcm (0.25)이다.
4) S03 계열의 항복 밑면전단력 계수(  )는 T10 모델
에서 0.36(1), T15 모델에서 0.20(0.56), T20 모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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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3(0.36)이다.
5) S09 계열의 항복 밑면전단력(  )은 T10 모델에서
1361.6kN(1), T15 모델에서 755kN(0.55), T20 모델에서
498.2kN(0.37)이며, 횡강성( )은 T10 모델에서 184
kNcm (1), T15 모델에서 82.97kNcm (0.45), T20 모델
에서 46.56kNcm (0.25)이다.
6) S09 계열의 항복 밑면전단력 계수(  )는 T10 모델
에서 0.14(1), T15 모델에서 0.08(0.57), T20 모델에서
0.05(0.36)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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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량 구조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가치평가 시스템 개발
Development of Value Evaluation System for Maintenance of Bridge
Structures
권 영 웅* · 한 휘 석** · 변 남 주*** · 김 평 화**** · 한 상 윤*****
Kwon Young Woong · Han, Whi Seok · Byun, Nam Joo · Kim, Pyoung Wha · Han, Sang Yun
ABSTRACT
In this study, The recent national interest is focused on the welfare of the people, and new projects in the construction sector are
being reduced, and the aging of infrastructure is not getting attention. In domestic case, most of the infrastructures were built in the
1970s to 1980s, and the road extension is also steadily increasing. Therefore, the costs to bridge maintenance from around 2010 by a
similar route to that of advanced countries are also 4 times And it is time to pay attention to maintenance as well as construction.
Therefore, a study was carried out on the valuation method considering bridge condition evaluation, which is a part of BIM library
building and assembly program development. The proposed value evaluation method will be used as an index of the existence of bridges
by comparing the cost required for maintenance and reinforcement of the target bridges and the costs required for dismantling and
disposal in the bridge management system of the future program

Key Words: Value Evaluation, Maintenance, Bridge Asset management, Historical Cost, Replacement Cost
다.

1. 서 론
최근 국가적인 관심은 국민 복지에 치중되어 건설분야
의 신규사업은 축소되어가고 있는 실정이며 사회기반시설
물의 노후화는 주목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Fig.1과 같이 1997년 통계청에서 제시한 국부통계조사
서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사회간접자본 유형 중
44.2%를 차지하는 도로시설물의 자산금액은 171조원으로
파악된다.

Fig. 2 도로구분에 따른 교량 공용수명 비율
Fig. 2와 같이 2013년 기준 준공 후 30년 이상인 일반
국도 교량은 212개소(3.4%)를 차지하고 있지만 10년 후
15%, 20년 후에는 절반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따라
서 지방자치단체 및 각종 시설물 유지관리 주체들의 심각
한 예산부족이 동시 다발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교량 유지관리에 투입되는 비용 또한 20년 후 현재의 4배
에 이를 것으로 분석되고 있어 건설뿐만 아니라 유지관리
에도 깊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시기가 되었다.

Fig. 1 사회간접자본의 부문별 변화
선진국 대부분의 사회기반시설물들은 1950~1960년대에
건설되었으며 1980년대에 들어 노후화로 인한 유지관리
비용이 급증하여 1990년대 전후 유지관리 비용이 전체 건
설 예산의 40%를 차지하였다. 교량구조물은 준공 후 20여
년이 지나면서 유지보수 수요가 증대되고 30~40년이 지나
면 개축을 고려하게 된다. 국내의 경우 대부분의 사회기
반시설은 1970~1980년대에 건설되었고 도로연장 또한 지
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따라서 선진국과의 비슷한 경
로로 2010년경부터 급격한 유지관리 비용 상승이 예상된
*
**
***
****
*****

2. 가치평가의 정의
구조물에 대한 가치평가는 대상 자산의 유형, 준공시

학생회원․ 고려대학교 건축사회환경시스템공학과 박사과정, E-mail: kwonwoong05@naver.com - 발표자
학생회원․ 고려대학교 건축사회환경시스템공학과 박사과정, E-mail: headdong27@naver.com
학생회원․ 고려대학교 건축사회환경시스템공학과 박사과정, E-mail: skawn0702@naver.com
학생회원․ 고려대학교 건축사회환경시스템공학과 박사과정, E-mail: kph2008@naver.com
정회원․ 고려대학교 공과대학 초대형건설기술연구소 연구교수, E-mail: hansangyun@hanmail.net - 교신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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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감가상각 등의 요구데이터에 따른 평가방법은 다양하
다. 건설당시에 투입된 원가(매입대가에 부대비용, 요지
비 등 소요되는 모든 비용 포함)의 현재가치를 나타낼 수
있는 화폐시간가치측정을 기반으로 초기 총공사비를 통해
산출되는 취득원가(역사적 원가)는 건설원가 혹은 총사업
비로 준공 당시의 금액을 지정된 이율에 통해 과거의 건
설원가를 현재가치로 나타내는 것이다. 그러나 건설원가
를 기초로 산출된 가치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자산의 실
질적인 가치평가가 어려우며, 이에 대체원가가 사용된다.
대체원가는 현재 완공되어 있는 평가구조물의 기능을 유
지한 동일한 조건의 구조물을 건설하는 비용으로 정의되
며 구조물공사에 이르는 전 과정에 투입된 비용을 의미한
다. 현재시점에서의 산출된 소요비과 유지관리비 통한 해
당 자산 수명의 증가와 사용 빈도에 의해 발생한 수명감
소 등의 외적요인을 고려할 수 있다. 따라서 자산가치 평
가는 공학적, 회계학적 방법을 활용하여 구조물에 자산가
치를 부여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자산가치 평가를
통한 자산관리 시스템구축은 올바른 사전결정을 도와주는
중요한 도구이다.



도로업무편람(2016)에서 제시하는 교량 형식별  당 평
균단가(  )를 참조하여 교량면적(  )과의 곱으로 나
타낸다.
2) 감가상각을 고려한 현재가치

    
(4)
최종적으로 감가대체원가(  )는 식(4)와 같이 가치
의 상각율이 교량 사용연수에 따라 일정하다고 가정한 정
액법을 통해 산출된 감가상각비(  )와 잔존가치(  )의
합으로 나타낸다.
3.3 상태평가를 고려한 교량자산 가치평가(WDRC)
1)교량 상태 지수 산정
교량 형식과 교량 부재에 따라 각각의 상태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며 각 부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가중치는
Fig. 3과 같이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제시하는‘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2017)’의 교량의 부재별 대상
시설 분류 및 형식에 따른 가중치에 따라 산정한다.

3. 가치평가 분류
3.1취득원가 기준
1) 실질할인율을 고려한 총공사비

   ×      
(1)
건설당시 건설비와 용지비 및 부대비를 총공사비(  )에
평가연도(  )와 준공연도(  )의 차( 사용연수)에 실질
할인율()를 적용한다.
2) 감가상각을 고려한 현재 총공사비

      

Fig. 3 교량의 부재별 대상시설 분류 및 형식에
따른 가중치

(2)
최종적으로 감가상각을 고려한 현재 총공사비(  )에

정밀안전진단을 통해 나타난 결함을 ‘교량의 상태등
급에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2017)’의 교량
의 부재별 대상시설 분류 및 형식에 따른 가중치 Fig. 4
에 따라 온전한 상태 ‘1’을 기준으로 교량의 결함도지
수를 상태지표로 환산한다.

감가상각액(  )을 제한 나머지 금액에 유지관리비(  )를
더한 금액으로 식(2)를 통해 산출할 수 있다.
3.2 대체원가 기준
1) 대체원가산정

   × 
(3)
Fig. 4 교량의 부재별 대상시설 분류 및 형식에
따른 가중치

표준대체원가(  )는 식(3)에 따라 한국도로공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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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량 상태 지수  

부재별 상태 점수

× 가중치
 


(5)
이어서 결함도지수를 환산하여 나타낸 상태지표에 부
재별 가중치를 곱하여 그림(5)와 같이 교량 상태 지수
(BCI : Bridge Condition Index)를 나타낸다.
2) 교량 상태 지수(BCI)를 고려한 가치 산정
현재 교량의 가치  대체원가  × 
(6)
최종적으로 교량의 상태를 고려한 현재교량의 가치는
식(6)과 같이 대체원가와 교량 상태 지수 (  )의 곱으
로 나타낸다.

4. 소결
교량 구조물 BIM 라이브러리 구축 및 조립 프로그램
개발의 한 부분인 교량 상태평가를 고려한 가치평가에 대
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가치평가는 추후 프로그램 내 교
량관리 시스템에서 대상 교량의 보수보강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과 해체 및 폐기에 필요한 비용을 비교하여
교량의 존폐여부에 대한 지표로 활용할 예정이다. 이에
가치산정에 필요한 문헌조사를 시행하였고 연구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각각의 교량 형식에 따른 맞춤식 평가방법은 없으며
기존의 교량의 데이터 유무, 상태지표에 따른 평가방
법을 선택한다. 그러나 상태지표를 반영한 가치평가
시 특정 부재의 부분적인 손상이 전체 등급으로 평가
되어 교량의 가치가 저평가된다.
동일한 설계로 시공한 교량이라도 시공단계에서의 초
기결함으로 인한 유지관리비 상승으로 동일한 가치를
가질 수 없으며 준공시기의 특수한 자재비 상승여부를
반영하기 어렵다.
단순 지침참조를 통한 가치평가는 유지보수 및 보강으
로 인한 가용수명 증가에 의한 가치상승 여부를 반영
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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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bedded Trench Installation을 적용한 지중아치구조물의
Geofoam 최적화에 대한 연구
Investigation on Optimization of Geofoam Using Embedded Trench
Installation for Underground Arch Structure
김 수 하* · 임 환 기** · 강 준 석*** · 박 종 섭****
Kim, Soo-Ha · Im, Hwan-Gi · Kang, Jun-Suk · Park, Jong-Sup
ABSTRACT
In order to solve the limitation of the long span arch structures, a numerical analysis was carried out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embedded trench installation technique to the earth pressure of an underground arch-rib shaped structure. For
the arch-rib shape, the parabolic curve and the circular shape were analyzed according to the span-rise ratio varying from
0.1 to 0.5. The finite element analysis program, ABAQUS (2016), was used to consider the soil - structure interaction.
The results from the analysis was verified through comparison with the existing Geofoam application technique.
Key Words: ETI, Geofoam, ABAQUS, Earth Pressure

1. 서 론
현재 국내에 개착식 지중아치 구조물은 2차로 도로횡단
및 이보다 폭이 작은 곳에 주로 이용되고 있다. 그 공법의
특성상 폭원 확대의 한계로 인해 아치 단면과 라이즈비 등
아치구조물 자체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
다. 이에 고압축성 물질인 Geofoam을 구조물 전체에 둘러
싸는 Embedded Trench Installation(ETI)기법을 적용한
지중아치구조물의 토압경감 효과에 대한 해석 연구가 진
행되고 있으며(Im et al, 2018) 따라서 장지간을 갖는 지
중아치구조물의 토양-구조물 상호작용 시스템을 고려한
안정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본 연구는 ETI기법
을 적용한 장지간 지중아치구조물의 Geofaom 적용성 검토
를 위해 최적 Geofaom 사이즈 산정 연구를 수행하였다.

Fig. 1 Circular Arch

하였다. 토양모델링은 대칭을 이용하여 시스템의 절반만
모델링 되었으며 토양의 영향이 미치는 구간을 고려하여
아치 측면의 토양은 아치지간의 2배 길이, 아치 상부 토
양은 아치높이의 3배로 산정하여 모델링하였다. 또한 아
치와 Geofoam, 아치와 토양에 적용된 두 재료 사이의 계
면은 Contact 옵션을 사용하여 정의하였으며 마찰이 있다
고 가정하였다. Geofoam규격은 정해진 제원이 없으므로
아치리브형상에 따라 최적이 되도록 아치지간의 10~50%,
아치높이의 10~100%에 범위 내에서 증가 시켜 Geofoam 사
용량에 따른 토압 감소량을 확인하였다.

2. 해석 모델링
2.1 해석 개요
Geofoam을 묘사하여 ETI기법에 따른 토압경감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유한요소해석 프로그램인 ABAQUS(2016)을
사용하여 2차원 해석을 수행하였다.
아치리브의 형상은 원형아치와 포물선 아치를 비교하
였으며 아치지간을 10m~ 30m로 1차도로의 길이만큼 증가
시켰으며 각각의 라이즈비 또한 변화시켰다.

2.3 경계조건 및 하중

2.2 해석 방법

경계조건의 경우 토양의 바닥면은 힌지, 측면부는 롤
러로 적용하였으며 아치의 바닥면은 고정하였다. 하중은
토양의 자중을 중력방향으로 재하하였다. 다음 Table 1에

아치는 Beam요소, 토양과 Geofoam은 Solid요소를 적용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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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Finite Element Model

b) Location of Node

Fig. 2 Modeling of Soil-Structure Interaction System
b) Comparison of Results of ETI with Varying Rise Ratio
해석 재료의 물성치를 나타내었다.

Fig. 3

Table 1. Properties of the Materials
Elastic
Modulus
(MPa)



Backfill

55.489

0.21

1922.09

Concrete

28,209

0.15

2402.89

Geofoam

2.5

0.12

14.4

Results of Contact Pressure

Geofoam 적용시의 아치구조물의
Geofoam 사이즈를 산정하였다.

Density

(  )

크기에

따른

적절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지중아치구조물에 Geofoam을 이용한
Embedded Trench Installation 기법의 아치구조물 사이즈
변화에 따른 적용성을 유한요소 해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그 결과 Geofoam을 이용한 기존의 기법에 비해 30% 더 큰
토압 감소량을 확인하였다. 특히 일반적인 콘크리트 아치
구조물의 지간길이가 길어질수록 Geofoam 사용시 토압이
기존의 기법의 아치하단부의 토압집중을 해결할 수 있음
을 확인하였다. 추후 연구에서는 아치구조물의 다양한 아
치리브형상에 대해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
인다.

3. 해석 결과
원형 아치리브를 갖는 지중아치구조물에 대해 각각 자
중을 가한 후 Geofoam 적용방법에 따른 발생 토압을 분석
하였다. 그 중 아치지간의 10%, 아치높이의 20%의 크기를
제원으로 갖는 경우 ETI와 ITI 기법에 따른 발생 토압은
위 Fig 3과 같다. ETI 기법을 적용한 경우 Geofoam을 사
용하지 않은 경우보다 약 80%이상의 토압이 감소하였으며
기존의 기법인 ITI 기법을 적용한 경우 약 49%의 토압이
감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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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omparison of Results of ETI, ITI and Without
Geofoam
또한 Geofoam 사이즈 변화에 따라 아치구조물에 발생
하는 토압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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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 프린터로 제작된 EPS 비정형 거푸집의 유한요소해석을 통한 설계
Design of 3D Printed EPS Formwork for Irregular-Shaped Structure by
Finite Element Analysis
이 정 호* · 주 영 규**
Lee, Jeong-Ho · Ju, Young K.
ABSTRACT
Construction of irregular-shaped concrete structures requires a lot of time and money. To reduce the cost and time, the
F3D(Free-Form Formwork 3D Printer) technology was adopted in manufacturing EPS(Expanded Polystyrene) formwork for
irregular-shaped concrete structure. To design EPS formwork precisely, lateral pressure acting on irregular-shaped
formwork and deformation of EPS form liner should be evaluated. However, in current Korean formwork standard, there
are no standards for irregular-shaped formwork as it includes a lot of complex variables. For this reason, several
researchers developed 3-dimensional finite element analysis model to calculate lateral pressure exerted by fresh concrete.
In this study, deformation of irregular-shaped EPS formwork and lateral pressure acting on formwork was examined using
finite element analysis model.
Key Words: 3D printer, Irregular-shaped structure, Formwork, Finite Element Analysis, Lateral Pressure

1. 서 론
최근 설계·제작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세계적으로 비
정형 건축물의 시공 사례는 점점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비정형 건축물에 적용되는 주요 재료는 높은 성형성을 가
지는 콘크리트가 주로 적용되고 있다. 비정형 건축물을
콘크리트로 시공하기 위해서는 콘크리트가 경화하기 전까
지 목표하는 형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설계된
거푸집이 필요하다. 현재까지 비정형 건축물에 적용된 거
푸집의 사례로는 FRP(Fiber Reinforced Plastics), 목재,
철근 트러스, EPS(Expanded Polystyrene) 거푸집 등이 있
다. 그러나 FRP, 목재, 철근 트러스를 활용하여 비정형
거푸집을 제작하는 경우 정밀도가 떨어지고 가공이 어려
워 상당한 제작 기간이 소요된다는 단점이 있다. EPS 또
한 일반적으로 CNC(Computer Numerical Control) miling
공법으로 가공하게 되는데 이 경우 가공 속도가 느리다는
단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F3D(Free-Form 3D Printer)
기술을 도입하여 EPS를 열선으로 절삭한 후 적층하는 3D
프린팅 기술을 도입하였다. 해당 방식으로 제작된 EPS 거
푸집은 정밀도가 높도 제작 속도 또한 빠르지만 EPS가 가
지는 낮은 강도와 탄성계수로 인해 콘크리트 타설 시 과
도한 변형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
하다.
그러나 현재 국내의 KDS 21 50 00(거푸집 및 동바리
설계기준)에서는 수직, 직선 형태의 거푸집만을 고려하고
있어 비정형 형상의 거푸집에 적용하기에는 부적합하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자들이 개발한 3차원 유한요소해
석 모델을 통해 비정형 거푸집에 작용하는 측압과 이에
따른 EPS의 변형을 산정하여 이를 검토하였다.

Fig. 1 F3D Technology

2. 본 론
2.1 비정형 거푸집에 대한 유한요소해석
비정형 거푸집의 유한요소해석에는 Abaqus/Explicit
2017을 사용하였다. 거푸집의 크기, 타설 속도, 콘크리트
의 배합을 고려하여 경화 전 콘크리트를 모델링하였으며
비뉴턴 유체로 가정하여 식(1)을 사용하였다.

  ′  

* 학생회원․ 고려대학교 공과대학 건축사회환경공학과 석사과정, E-mail: jho3944@korea.ac.kr - 발표자
** 정회원․ 고려대학교 공과대학 건축사회환경공학부 교수, E-mail: tallsite@korea.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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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 결 론

또한 접촉 조건을 사용하여 거푸집과 경화 전 콘크리
트의 마찰을 고려하였으며 Coulomb 모델을 사용하여 설정
하였다.(식 (2)).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에서 제시된 유한요소해석 모
델을 바탕으로 비정형 거푸집에 작용하는 측압과 이에 따
른 변형에 대한 유한요소해석을 수행하였다.
해석 결과 계산된 EPS의 최대변형은 2.11 mm로 KDS 21
50 00에서 제시하는 A급 절대변형 기준을 만족하여 해석
에 사용된 EPS 폼 라이너가 적절하게 설계된 것을 확인하
였다.
또한 계산된 최대측압은 7.13 kPa로 기준을 통해 계산
된 값보다 24.7% 높게 계산되어 KDS 21 50 00 기준에서
제시하는 콘크리트 측압의 계산식은 비정형 형상의 구조
물에 작용하는 측압의 계산에 적합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
된다.

(2)

EPS 폼 라이너는 적절하게 설계될 경우 소성변형이 발
생하지 않는다고 가정하여 탄성구간만을 고려하였으며,
단위중량, 탄성계수, 그리고 푸아송비를 통해 설정하였
다. 거푸집은 가설재를 통해 적절하게 지지되어 있다고
가정하여 EPS 폼 라이너와 거푸집의 접촉면을 고정지점으
로 설정하였다.
Table 1. Material Properties
Mechanical variable

Value

Unit weight of concrete(  )

2,300

Shear yield strength(Mpa)

26.0

Flow behavior index(Non-dimension)

1.55

Friction coefficient(Non-dimension)

0.05

Elastic Modulus of EPS(Mpa)
Possion’s ratio of EPS(Non-dimension)

본 연구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서 지원하는 도시
건축연구사업 (18AUDP-B121595-02)의 연구비 지원으로 수
행되었으며, 연구비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1.14e-3

Flow consistency(pa·s)

Unit weight of EPS(  )

감사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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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에는 다음과 같은 높이 420 mm, 너비 1295 mm를
갖는 비정형 형상의 모델이 사용되었으며, EPS 폼 라이너
는 가로 2,000 mm, 세로 2,000 mm로 설정하여 모델링하였
다.

Fig. 2 Shape of form liner
2.2 해석 결과
유한요소해석 수행 결과, EPS 폼 라이너에에 작용하는
최대측압은 7.13 kPa로 산정되었다. KDS 21 50 00(거푸집
및 동바리 설계기준)에 제시된 식으로 계산된 측압은
9.47 kPa로 해석결과에 비해 24.7% 높게 계산되었다. 측
압에 의한 EPS 폼 라이너의 최대 변형은 2.11 mm으로 KDS
21 50 00(거푸집 및 동바리 설계기준)에 제시되어있는 A
급 절대변형 기준인 3 mm 이하로 계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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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식 초장대케이블지지교량의 계류선 배치에 따른 정적 거동특성분석
Analysis of Static Behavior according to tendon Arrangement of the
long-span bridges with floating tower
장 민 서*
Jang, Min Seo

· 이 윤 우** · 김 승 준***
· 강 영 종****
· Lee, Yun Woo · Kim, Seungjun · Kang, Young Jong
ABSTRACT

Long-span marine bridges are generally designed as long-span bridges in order to secure the running route of the ship
and reduce the cost and time of the bridge pier construction. In long-span bridges, the range of load resistance

transmitted by the superstructure and cable is determined by the mast and foundation. In the other words, the
range of designable span length would be determined by the mast and foundation condition. The floating
bridge is a type in which the superstructure is supported by the force of buoyancy without the pier mounted
on the seabed so that the buoyancy of the floating bridge is balanced by the dead load and buoyancy of the
structure. As a technique to overcome the weakness of existing long span bridges, it is possible to consider
the type of cable supported bridges with floating tower. In this study, according to the tendon arrangement
and initial tension distribution, the static global performance of the long-span bridges with floating tower were
evaluated.

Key Words: floating bridge, long-span bridge, global performance analysis

1. 서 론
일반적으로 해상 교량들은 선박의 주행항로 확보 및
해상 교각공사비용 및 공사기간을 줄이기 위하여 장경간
교량으로 설계되어진다. 지간장 거리는 주로 상부구조물
과 케이블에 의해 전달되는 하중에 따라 주탑과 기초, 지
반에 따라 결정된다. 이에 따라 깊은 수심이나 지반의 조
건에 따라 지간장의 한계가 결정된다. 이러한 고정식 해
상 교량의 단점을 보완 할 수 있는 부유식 주탑을 갖는
초장대케이블지지교량을 제안한다.
부유식 주탑을 갖는 초장대케이블교량은 상부구조물의
수직력을 부력을 이용하여 지지하며, 부유체를 해저지반
에 연결된 tendon 으로 변위를 지지하는 TLP(Tension Leg
Platform)형식을 갖는다. 케이블과 tendon의 복합적인 비
선형성 거동을 tendon의 배치 방식과 초기장력의 따른 전
체계 거동분석을 진행 하였다.

Fig. 1 TLP (Tension Leg Platform)

2. 연구 내용
부유식 주탑을 갖는 초장대케이블교량의 형식은 사장
교 형식으로, 방사형(Radiating Type)과 팬(Fan)형 형식
으로 두 가지의 케이블 배치형식을 고려하였다. 부유체를
지지하는 tendon을 수직한 형식의 tendon 배치와 기울어
져 있는 tendon의 형식으로 모델링을 진행하였다.

Fig. 2 The long-span bridge with floating t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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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하여 설계 해야 한다.

Fig. 3 Analysis Model

Fig. 5 Maximum Guider Deflection by tendon inclination
(FAN Type)

초기형상 해석을 위하여 케이블과 tendon의 초기장력
을 적용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Fig. 6 Maximum Mast Horizontal Displacement by
tendon inclination (FAN Type)
Fig. 4 Initial Shape Analysis

감사의 글

3. 연구 결과
본 연구결과로는 방사형(RAD)타입 보다는 팬(FAN)형
타입의 사장교 형식이 부유식 형태에서는 보다 안정적인

본 연구는 국토교통부 국토교통기술촉진연구사업의 연
구비지원(17CTAP-C117271-02)에 의해 수행되었으며, 이에
감사드립니다.

결과를 나타내었다. 또한 초기형상해석을 통하여 케이블
과 tendon에 초기장력 적용의 필수성을 확인하였다.
초기 필요로 요구되는 상부구조물의 수직력 대비 부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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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은 부력비(BVR)이 커질수록 불안정해 지는 경향을 나타
내였다.
부유체를 지지하는 tendon의 기울기와 부력체의 최대
직경(OD)의 두 가지 매개변수에 따라 구조물 전체가 민감
하게 거동하는 구간을 확인 하였다.
부유식 주탑을 갖는 초장대케이블교량은 초기장력을
반영하기 위한 초기형상해석이 필수적이며, 구조물의 전
체적인 안정화를 위한 적정 부력비(BVR)와 tendon의 기울
기 그리고 부력체의 직경(OD)의 적절한 결정 및 배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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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기상 조건에서의 균열 검출을 위한 열화상 측정의 정확도 분석
Accuracy Analysis of Thermography for Detecting Crack Under Various
Weather Condition
에르떼느따와 바트바야르* · 주 영 규**
Erdenedavaa Batbayar · Ju, Young K.
ABSTRACT
Crack in concrete surfaces is one of the earliest signs of decomposition of the essential structure and constant exposure
will cause serious damage to the structure and environment. In most of the safety assessment and fracture mechanic
applications proposed that these cracks and defects eventually will grow and will have potential lead to in-service failure.
Crack in concrete surfaces is one of the earliest signs of decomposition of the essential structure and constant exposure
will cause serious damage to the structure and environment. Currently, non-destructive methods are getting popular in the
field of inspecting defects in structure and one of them in trends is that using the thermographic image to detect hidden
effects. However, the accuracy of the thermal camera, also called resolution, is highly dependent on camera variables
such as lens, detector, sensitivity etc. Also, the most important question that needs to be answered for this research is
what happens to the image in fog, rain or other climatic conditions where the camera detects crack which exceptionally
smaller than most thermographic applications detects. This paper investigates the accuracy of thermal images obtained by
the thermal camera under various weather condition and aims at providing information about optimum choice of
environmental condition where the more favorable thermal images can be obtained and increase survey reliability and
accuracy of the analysis.
Key Words: Thermal camera, FLIR Tools, Damage detection, Accuracy analysis
RH has a theoretical transmission of 80%. That
means only 80% of thermal radiative heat from surface
has been reached to camera.
Basically, a thermal imaging camera produces an
image based on the differences in thermal radiation
that an object emits. In essence, the farther this
infrared signal has to travel from the target to the
camera, the more of that signal can be lost along the
way. As such, the attenuation factor needs to be
taken into account. This is the ratio of the incident
radiation to the radiation transmitted through a
shielding material. Humid air acts as a “shield”
for infrared radiation. Summer month atmospheres
usually have a higher attenuation compared to winter
months due to increased humidity levels.
Therefore, assuming clear skies and good weather
conditions, measurement will be able to be shown
clearer with a thermal imaging camera in colder
season than in summer. Following those conditions, we
excluded experiment where concrete specimen with
artificial crack is tested with thermal camera and
analyzed its accuracy by software.

1. Introduction
Cracks on exterior surface are common figure of
damage in a structure that is exposed to cyclic
stress in normal surfaces. In most of the safety
assessment and fracture mechanic applications
proposed that these cracks and defects eventually
will grow and will have potential lead to in-service
failure. Currently, non-destructive methods are
getting popular in the field of inspecting defects in
structure and one of them in trends is that using the
thermographic image to detect hidden effects.
However, “How accurate can the thermal camera
see?” is the most important question to be answered
in for most of applications of engineering. Although
thermal cameras can see in total dark and through fog
rain and snow, the accuracy that camera can see is
highly affected by these atmospheric by these
atmospheric conditions. Such as air density, relative
humidity (RH) and distance between object surface and
camera interfere the thermal images because thermal
images absorb and emit radiation based on those
atmospheric obstacles. For example, in the technical
note of FLIR camera applications, if during warm and
humid day, a 100 meter air path with 35C and 80% of

* 학생회원․ 고려대학교 공과대학 건축사회환경공학과 석사과정, E-mail: davaa_dp@korea.ac.kr - 발표자
** 정회원․ 고려대학교 공과대학 건축사회환경공학과 교수, E-mail: tallsite@korea.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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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periment Set-Up

acquired during experiment should be corrected in
FLIR tool software in order to have proper data. As
image is provided, the image of crack is showing more
transparently than the first picture. When the image
is able to provide a proper result, the temperature
on crack and temperature on the surface can be
measured by adopting applications of FLIR tools.

The goal of experiment of is to examine and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crack detection and
environmental influence on thermal image. From the
experiment, sets of data is collected through camera
images. The thermal inspection is held on concrete
having artificial crack of 20mm of width and 40mm of
depth for 6 different days.
During the experiment, atmospheric temperature,
wind speed humidity, illumination on crack and on the
surface will be collected manually using tools as
atmospheric thermometer, anemometer and the reason is
to apprehend real environmental condition. After the
thermal image is taken by the camera, the temperature
on crack and temperature on the surface are collected
using FLIR commercial program.
The Fig.1 shows scheme for experiment to study
about accuracy of thermal image. At first, concrete
with known artificial crack was placed at distance of
4m according to formula of instantaneous field of
view (IFOV) for T420 thermal camera resolution
(320x240). Instantaneous field of view is a measure
of the spatial resolution of a remote sensing imaging
system. Infrared imagery technology is applicable
during the periods when differentials are detectable
(0.2C or greater). The optimum time for the
evaluation of cracks in concrete using infrared
thermal imaging is suggested to be measured in the
late afternoon when the influence of direct sunlight
is relatively small. Following those conditions, the
experiment is held through the time between 3 pm to 6
pm.
Correspondingly, experiment set up is conducted as
shown in the figure1 and images of specimen are taken
while atmospheric temperature, wind speed, humidity,
illumination on crack and on the surface were noted
in excel sheets for each image. Afterwards, the
images are inspected through FLIR tools to provide
suitable thermal image and temperature. Distance,
atmospheric temperature, and other parameters that is
Table 1. Result of variables for each day
Date
25-Oct
Temp. (Crack)
17.81
Temp. (spot 1)
17.39
Temp. (spot2)
17.46
Air temperature
20.87
Air humidity
32.73
Wind speed
0.42
Illumination (crack)
2187.58
Illumination (surface)
2131.86
Image resolution grade
Poor
(Raw Image of Camera)

Fig. 1 Scheme of experiment

3. Discussion
As the experiment report stated, the data sheet,
consists of temperature on crack and surface,
humidity, wind speed, illumination on crack and
surface and air temperature, is collected to be
investigated. For the compact result of experiment,
the mean values of all variables are calculated
neglecting size of crack.
Critical touchstone of the project is resolution of
the image and how accurate the thermal camera can
capture the image under particular weather condition.
The chart below is showing the mean values of
variables per day and its resolution of images is
graded. Grade was classified for entire images of the
day as poor, bad and good. For illustration, the
below images are captured for same block (Width=20mm,
Depth=40mm) on different day and also under various
weather conditions.
It is easily noticeable on Fig.2 that temperature
image of 25th of October is poorly detected while the
image take on 30th of October is captured with much
better resolution. And then long with other
variables, Table1 is generated.

26-Oct
19.73
19.97
20.06
21.23
35.69
0.31
4994.28
4855.44

27-Oct
19.27
18.86
18.90
21.35
37.41
0.08
2028.43
2084.63

30-Oct
10.80
10.70
10.06
12.83
19.90
0.63
1349.63
1342.35

31-Oct
13.64
13.48
13.47
16.77
44.53
0.56
2734.22
2685.62

1-Nov
18.10
18.26
18.25
19.08
59.45
0.37
1793.62
1825.83

Bad

Bad

Good

Poor

Po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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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Conclusion

(a) 25-Oct

(b) 26-Oct

(c) 27-Oct

(d) 30-Oct

(e) 31-Oct

(g) 1-Nov

Although the atmospheric transmission between the
camera and the surface can change the temperature
measurement, the control of weather condition for
image
processing
can
be
achievable
through
computerization for program language and big data
analyzation. Therefore, the experiment should be
performed under various weather conditions to gather
data as much as possible for accuracy of thermal
image. Visual cracks are frequently a concern for
civil engineers because they provide easy access for
harmful defect into concrete which affects the
integrity of the structural system. From the result
obtained, it can be concluded that thermal image
inspection is capable of detecting crack depth and
defects due to the temperature difference of other
sections. Moreover, in the case of further inspection
of wind speed or illuminations, the blunder errors on
thermal perhaps be erased as result of big data
mining of commercial software.

Fig. 2 Images taken by thermal camera
3The Fig.3 is show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ree variables; air temperature, crack temperature
from FLIR tool and illumination on crack. The Fig.4
is showing the relationship between also three
variables; air temperature, crack temperature from
FLIR tool and humidity on crack. In the act of the
earth’s atmosphere interferences with the thermal
image by absorbing and emitting infrared radiation
based on the air density, relative humidity (RH), and
distance between the object surface and the camera,
the experiment is also providing corresponding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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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지진의 에너지 응답 특성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Energy Response Characteristics of Gyeong-Ju
Earthquakes
구 자 용* · 윤 명 호**
Gu, Ja-Yong · Yoon, Myung-Ho
ABSTRACT
The first instrumental earthquake observation in Korea was started in 1905 by installing mechanical seismometers at the
Incheon Observatory. Since then, the largest earthquake with a magnitude of 5.8 has occurred in Gyeongju in 2016. The
seismic data on the Gyeongju earthquake are provided in the form of Mini Seed from the Korea National Earthquake
Comprehensive Information System (http://necis.kma.go.kr/).
In this study, it is aimed to understand the response characteristics of Gyeongju seismic waves. The response spectra of
El Centro, Taft and the 2016 Kumamoto earthquake are compared and analyzed.
In the response spectrum analysis, the acceleration response and the energy response were mainly considered.
Key Words: Gyeongju Earthquake, Response Characteristics, Response Spectrum Analysis, Energy Response

1. 서 론

Table 1. The list of Seismic Wave

우리나라의 최초의 계기지진 관측은 1905년 인천관측소
에 기계식지진계를 설치함으로써 시작되었다. 그 후, 지
진 관측 이래로 2016년 경주에서 규모 5.8인 가장 큰 지
진이 발생하였다. 경주 지진에 관한 자료는 기상청 국가
지진종합정보시스템(http://necis.kma.go.kr/) 자료실에서
국내에서 관측된 지진에 대한 지진파형자료를 관측소별
Mini seed형태로 제공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경주지진파의 응답 특성을 파악하는 것
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2016년 구마모토 지진에
서 규모가 유사한 지진파 및 내진공학에서 전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El Centro, Taft 지진파의 응답스펙
트럼과 비교분석 하였다.
응답스펙트럼 해석에서는 가속도 응답 및 에너지 응답
에 대한 해석을 위주로 하였다.

지진파명
(PGA)
KJDAU_EW
(85.028)

KJDAU_NS
(95.023)

KJUSN2_EW
(357.474)

KJUSN2_NS
(296.266)

2. 본 론
2.1 지진파 파형
응답스펙트럼 해석에 사용된 지진파의 파형을 Table 1.
에 나타내었다. 해석에 사용된 지진파는 경주 지진 6개,
구마모토 지진 4개 및 El Centro, Taft 지진파 총 12개를
이용하였다.
지진파명에서 KJ는 경주, KU는 구마모토 지역을 의미한
다. 지진파명은 경주지진과 구마모토 지진의 경우 지역+
관측소코드_방향 성분으로 부여하였다.

KJDAG2_EW
(292.087)

KJDAG2_NS
(231.270)

KUHAT16_EW
(166.216)

* 학생회원․ 공주대학교 건축공학과 석사과정, E-mail: wkdyd1020@naver.com - 발표자
** 정 회 원․ 공주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E-mail: mhyoon@kongju.ac.kr - 교신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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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형

KUHAT16_NS
(293.862)

KJDAG2_NS
(775.55)

KUNAK1_EW
(297.716)

KUHAT16_EW
(516.24)

KUNAK1_NS
(246.22)

KUHAT16_NS
(862.15)

KUNAK1_EW
(1494.69)

ELCN_NS
(341.7)

KUNAK1_NS
(1230.28)

TAFT_EW
(175.9)

ELCN_NS
(907.58)

2.2 응답스펙트럼
응답스펙트럼 계산 시 감쇠정수는 일률적으로 5%를 적
용하였다.

TAFT_EW
(583.91)

1) 가속도 응답스펙트럼
가속도 응답스펙트럼 해석 결과를 Table 2.에 나타내
었다.
Table 2. Acceleration Response Spectrum
지진파명[gal]
(최대 응답가속도)



2) 에너지 응답스펙트럼
단자유도계에서 지진에 의해 구조물에 입력되는 총에너
지는 다음과 같이 구한다.
지진외력 작용 시 시각 에서의 진동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   ∙      ∙ 

KJDAU_EW
(273.62)

(1)

 : 질점의 질량
 : 질점의 상대변위(의 함수)
 ∙  : 점성감쇠력

KJDAU_NS
(280.02)

  : 복원력(   ∙ )
 : 지반변위(의 함수)
 : 지반가속도

KJUSN2_EW
(1767.35)

식(1)의 양변에 질점 변위   ∙ 를 곱하여 지진
지속시간( )에 대하여 적분하면 식(2)가 얻어진다.

KJUSN2_NS
(1527.46)

 ∙∙   ∙∙      ∙∙ 
   ∙ ∙ 
(2)
















KJDAG2_EW
(838.76)





식(2)의 우변은 지진력×변위로 지진동에 의한 총입력
에너지가 된다. 또한 에너지  는 물리학적으로는 다음 식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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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3)
KUHAT16_EW
(0.21 ~ 0.27)

여기서 는 속도의 차원을 갖는 양으로 에너지 등가
속도이며 식(2)의 수치적분 결과치와 식(3)을 등치(等値)
시킴으로써 다음 식(4)로 표현된다.

 



∙



KUHAT16_NS
(0.15 ~ 0.24)

(4)
KUNAK1_EW
(0.18 ~ 0.22)

식(4)는 에너지 등가속도 가 구조물의 규모에 의존
하지 않는 형태로서 총 에너지 입력  와 총질량  으로만
표현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따라서 여러 가지 지진
들의 를 분석함으로써 지진에 의해 구조물에 입력되는

KUNAK1_NS
(0.16 ~ 0.20)

총에너지량에 대한 평가가 가능하다.
개별 주기에 대해 (2)식을 직접 적분법에 의해 수치해
석 함으로써 건물에 입력되는 총에너지를 구할 수 있고,
(4)식에 의해 총에너지를 속도로 환산함으로써 에너지 스
펙트럼(  Spectrum)을 구할 수 있다.

ELCN_NS
(0.46 ~ 0.62)

에너지 스펙트럼의 계산에는 소스 코드(source code)로
서 Visual Basic을 이용하여 만든 프로그램 Vespec를 사용
하였다. 에너지 응답스펙트럼 해석 결과를 Table 3.에 나
타내었다.

TAFT_EW
(0.42 ~ 0.46)

3) 탁월주기
Table 3. Energy Response Spectrum
지진파명
(탁월주기)
KJDAU_EW
(0.06)



탁월주기는 응답 스펙트럼(변위, 속도, 가속도, 에너지
등)에서 최대 응답치에서 주기를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가속도 응답 스펙트럼을 지진 운동의 탁월주기를 결정하
는데 사용 된다. 본 연구에서는 탁월주기를 최대 응답치
의 80%범위를 탁월주기로 하였다.
Table 4. Predominant Period

KJDAU_NS
(0.05~0.13)
지진파명
KJUSN2_EW
(0.10 ~ 0.14)

KJDAU_EW
KJDAU_NS
KJUSN2_EW

KJUSN2_NS
(0.11 ~ 0.13)

KJUSN2_NS
KJDAG2_EW

KJDAG2_EW
(0.06 ~ 0.09)

KJDAG2_NS
KUHAT16_EW

KJDAG2_NS
(0.07 ~ 0.09)

KUHAT16_NS
KUNAK1_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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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주기[sec]
(최대 응답치)

  [gal]

  [kine]

0.06
(273.62)
0.05 ~ 0.13
(280.02)
0.10 ~ 0.14
(1767.35)
0.11 ~ 0.13
(1527.46)
0.06 ~ 0.09
(838.76)
0.07 ~ 0.09
(775.55)
0.21 ~ 0.27
(516.24)
0.15 ~ 0.24
(862.15)
0.18 ~ 0.22
(1494.69)

0.11 ~ 0.18
(7.052)
0.31 ~ 0.39
(15.746)
0.13 ~ 0.15
(66.397)
0.11 ~ 0.13
(66.253)
0.38 ~ 0.43
(25.612)
0.37 ~ 0.43
(28.597)
0.20 ~ 0.26
(46.061)
0.20 ~ 0.26
(54.267)
0.20 ~ 0.27
(80.524)

0.16 ~ 0.20
(1230.28)
0.46 ~ 0.62
(907.58)
0.42 ~ 0.46
(583.91)

KUNAK1_NS
ELCN_NS
TAFT_EW

0.21 ~ 0.24
(68.915)
0.80 ~ 0.95
(157.818)
0.41 ~ 0.48
(81.703)

4) EPGA(유효최대지반가속도)
EPGA를 ATC 3-06에서 정의한 식 (5)와 같이 구하였다.





   


   × 
  

(5)



   : 감쇠 5% 가속도응답스펙트럼
2.5 : 정규화 계수(Normalizing Factor)
Fig. 1 Comparision of Accelation response spectra
Table 5. Effective Peak Ground Acceleration
지진파명

EPGA

EPGA/PGA(%)

비고
(순위)

KJDAU_EW

32.709

38.5

12

KJDAU_NS

77.063

81.1

6

KJUSN2_EW

242.013

67.7

8

KJUSN2_NS

151.842

51.3

10

KJDAG2_EW

125.077

42.8

11

KJDAG2_NS

139.11

60.2

9

KUHAT16_EW

139.923

84.2

3

KUHAT16_NS

201.91

68.7

7

KUNAK1_EW

233.174

94.7

1

KUNAK1_NS

242.264

81.4

5

ELCN_NS

278.578

81.5

4

TAFT_EW

158.027

89.8

2

Fig. 2 Comparision of Energy response spectra

3. 결 론

2.3 응답스펙트럼의 비교
구마모토, El Centro 그리고 Taft 지진파의 PGA를
KJUSN2_EW 지진파의 PGA에 맞추어 가속도 배율을 적용하
여 응답 스펙트럼을 해석을 하였다. 적용된 가속도 배율
을 Table 6.에 나타내었다.
Table 6. Effective Peak Ground Acceleration
지진파명

PGA

가속도 배율

KJUSN2_EW

357.474

1.00

KUHAT16_NS

293.862

1.22

KUNAK1_NS

297.716

1.20

ELCN_NS

341.7

1.05

TAFT_EW

175.9

2.03

비고

응답 스펙트럼 해석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
다.
1)
PGA에
대한
EPFA의
비율은
경주지진파가
38.5~81.1%, 구마모토 지진파는 68.7~94.7%이고, El
Centro 및 Taft 지진파는 81.5~89.8%로 나타났다.

2) 가속도 응답스펙트럼에서 구한 탁월주기는 경주지진
파가 0.05~0.14초 이고, 구마모토 지진파는 0.15~0.27초
이며, El Centro 및 Taft 지진파는 0.42~0.62초로 나타났
다. 이로부터 경주 지진은 극단주기가 지배하는 지진임을
알 수 있다.
3) 에너지 응답스펙트럼에서 구한 탁월주기는 경주지진
파가 0.11~0.42초 이고, 구마모토 지진파는 0.20~0.27초
이며, El Centro 및 Taft 지진파는 0.41~0.95초로 나타났
다. 이로부터 경주 지진은 응답 에너지 측면에서는 구마
모토 지진과는 비슷하고, El Centro 및 Taft 지진파에 비
해서는 단주기가 지배하는 형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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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에너지 응답량의 최대값은 경주 지진파의 경우
7.05~66.40kine, PGA를 경주에 맞춘 경우 구마모토 지진
응답량은 66.02~100.04kine이며, El Centro 및 Taft 지진
응답량은 165.11~166.05kine으로 나타났다.
5) 경주 지진은 가속도 응답에서 0.5초 주기 이후, 에
너지 응답에서 0.6초 주기 이후에 급격하게 응답치가 감
소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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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P-강재 하이브리드 보강근의 장기 부식 저항 성능 평가
Evaluation for long-term corrosion resistance of FRP-steel hybrid rebar
박 기 태* · 서 동 우** · 김 병 철*** · 박 준 석**** · 정 규 산*****
Park, Ki-Tae · Seo, Dong-Woo · Kim, Byung-Cheol · Park, Joon-Seok · Jung, Kyusan
ABSTRACT
In this study, the long-term performance of FRP Hybrid Bar made by hybridizing FRP (Fiber Reinforced Polymer) with
ordinary reinforcing steel bars was experimentally examined as a part of the development of alternative materials for RC
(reinforced concrete) structures especially located in marine or harbor areas. In order to evaluate the field exposure of the
FRP Hybrid Bar, the specimen was prepared and the corrosion behavior was evaluated by letting the specimen exposed
to the field conditions in the west coast of South Korea.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important data as a
material countermeasure to reduce corrosion of reinforcing steel in future marine port concrete structures based on the
results obtained through this study.
Key Words: FRP, concrete structures, waterfront structures, corrosion resistance, life span extension

1. 서 론

FRP Hybrid Bar는 심재로 철근을 사용하여 일반 철근
과 동일한 역학성능을 가지게 하고, 철근 외부를
GFRP(Glass Fiber Reinforced Polymer)로 감아 부식으로
부터 철근을 보호하며, 콘크리트와의 부착성능을 향상시
키기 위해 표면에 규사를 코팅한 형태로 제작되었다.
현재 4종의 시제품을 개발하였으며, Table 1과 같은
제원 및 구조성능을 가지고 있다. 설계자들에게 친근성을
제공하고 철근과 동일한 사용을 목적으로 호칭은 철근의
호칭을 적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해양 콘크리트 구조물용 철근의 대체재
료 개발을 위한 일환으로 FRP(Fiber Reinforced Polymer)
와 일반철근을 하이브리드하여 제작한 FRP Hybrid Bar의
장기 방식성능을 실험적으로 검토하였다. 또한, FRP
Hybrid Bar의 현장 노출 평가를 위하여 시험체를 제작하
여 서해안 지역 수침 조건에 시험체를 방치하여 부식 거
동을 평가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확보한 결과를 바탕
으로 향후 해양항만콘크리트 구조물의 철근부식을 저감시
키기 위한 재료적 대책으로써 중요자료를 제공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Table 1. FRP Hybrid Bar 시제품 규격

2. FRP Hybrid Bar 개발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FRP Hybrid Bar의 형상은 Fig.
1에 나타내었다(KICT, 2017). 이 과정에서 목표 성능(역
학적 성능, 내구성 등)을 확보할 수 있는 최적 단면 구조
와 제작 방법을 검토하여 시제품 개발에 반영하였다.

3. FRP Hybrid Bar 부식 성능 실험
본 연구에서는 철근 부식의 다양한 환경에 대한 영향
을 고려하기 위하여 실내침지 실험 및 현장 방치(침지)
실험을 병행하여 수행하였다.
실내·외실험을 위한 시편은 Fig. 2와 같이 지름
100mm 높이 200mm 몰드 중심에 철근을 위치하게 하고, 일
반원형철근 및 FHB를 몰드 중앙에 고정시켜 콘크리트를

Fig. 1 FRP Hybrid Bar 시제품 형상(KICT,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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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설하여 철근까지의 콘크리트 두께가 40mm 정도가 되게
하여 제작하였다.

따라서 FRP Hybrid Bar는 콘크리트 중 철근부식에 우
수한 저항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강재를
둘러싼 수지가 부식인자의 침투를 효과적으로 감소시켰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Fig. 5는 침지지역에 방치한 콘크리트 중에 매입된 일
반원형철근 및 FRP Hybrid Bar의 자연전위를 3사이클까지
비교하여 나타낸 것이다. 이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위
간만지역과 마찬가지로 FRP Hybrid Bar는 활성 영역의 전
연전위를 나타내지 않는 반면, 일반원형철근의 자연전위
는 활성 영역의 값으로 나타난 것으로 조사되었다.

Fig. 2 부식 측정을 위한 콘크리트 시편
현장방치조건과 비교분석을 위하여 염화물을 선혼입
하지 않고, NaCl 0%, 6% 및 인공해수에 침지하였다. 실험
조건으로는 3일 침지, 4일 건조를 1사이클로 자연전위 값
을 측정하였다. FRP Hybrid Bar의 부식 여부는 반전지 전
위법(ASTM C 876)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반전지 전위법
은 콘크리트 표면에 기준 전극을 접촉하여 철근과의 전압
차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콘크리트 표면 위를 움직이면서
부식이 일어난 지점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이다.
Fig. 3는 간만지역에 일반원형철근 및 FRP Hybrid Bar
를 콘크리트 중에 매입한 시편을 현장 방치한 사진이다.
Fig. 5 콘크리트 중에 매입된 일반원형철근 및
FRP Hybrid Bar의 부식평가(침지)
현장방치의 경우 또한 FRP Hybrid Bar를 적용한 시편
에서 자연전위는 비활성태 영역의 값으로 나타나 부식 저
항성이 큰 것으로 평가되었다.

4.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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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수한 해양철근용
소재로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Fig. 3 부식평가(침지)
Fig. 4는 콘크리트 중에 매입된 FRP Hybrid Bar의 자연
전위를 염화물량 및 인공해수로 비교하여 나타낸 것이다.
염화물량 및 인공해수에 관계없이 철근의 잔연전위는 부
동태 영역의 값을 나타내었으며, 일반원형철근의 자연전
위에 비하여 매우 안정된 부식전위 거동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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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벽 구조단열 보강패널의 열성능 평가
Thermal Performance Evaluation of Structural Insulation Reinforced
Panel for External Wall Application
이 도 형* · 나 환 선** · 김 상 봉***
Lee, Do-Hyung · Nah, Hwan-Seon · Kim, Sang-Bong
ABSTRACT
The office building more than 3,000㎡ of the total floor area should be needed to improve the energy efficiency based
on government's recommendation. In this study, the new composite panel with structural function is conducted to check
the thermal conductivity for application of exterior wall. The thermal transmittance was calculated by dynamic analysis to
consider the thickness of insulation only per locations based on design criteria. The simulation program for the analysis
was used TRISCO Radcon module, which has a function of a steady-state 3-dimensional heat transfer analysis.

Key Words: Structural Insulated Panel, Office building, Steady-state, Thermal transmittance, Insulation
서 단열기준으로는 지역별(중부지역, 남부지역, 제주지
역), 구조체 위치별(벽체, 지붕, 바닥, 창호, 외기에 직
접 면한 부위, 외기에 간접 면한 부위)에 따라 구분되어
있고, 단열재 종류에 따라 최소 두께를 명시하고 있다.
법적 단열기준의 변화에 따른 외벽의 두께 및 열관류율의
변화 추이는 Fig. 1 및 Fig. 2와 같다.

1. 서 론
최근들어 건물에너지 효율향상과 관련된 건축법이 매
년 강화되는 실정이다. 신축 뿐만 아니라 리모델링에서도
외벽보강은 필연적인 요소가 되었다. 따라서 일반 업무용
건물 외벽에 단열과 구조성능을 동시에 만족하는 신규복
합패널 시제품을 구성하고 그 구조성능과 열성능을 실험
과 해석적으로 규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전
력공사 사옥건물들을 대상으로 정상상태 3차원 열전달해
석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벽체 열성능을 평가하였다. 평가
기준은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
준’에 명시되어 있는 단열기준 성능에 맞추었다.

2. 시뮬레이션 개요
2.1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및 설정조건

Fig. 1 Change in insulation thickness by year

한전 사옥의 벽체 구성별 분석을 위한 시뮬레이션 프
로그램은 벨기에 PHYSIBEL사의 정상상태 3차원 열전달해
석 프로그램인 TRISCO Radcon Module을 활용하였다. 정상
상태 조건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열류량, 열류의 방향
이 변하는 비정상상태 조건의 반대되는 개념으로써, 일정
한 환경을 가정하여 열류량 및 열류의 방향이 변하지 않
는 조건이다. 프로그램 설정조건은 실외온도 –15℃, 실내
온도 22℃, 실외 표면 열전달율 23.25W/㎡K, 실내 표면
열전달율 9.09W/㎡K로 설정하였다.

Fig. 2 Change in thermal transmittance by year
중부지역의 외기에 직접면한 벽체를 대상으로 하였고,
2018년의 법적 단열기준은 9월 1일부로 시행될 예정이다.
2016년에서 2018년으로 법적 단열기준 강화는 2025년 제

2.2 법적 단열기준 검토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에

* 정회원․ 한국전력공사 전력연구원 위촉연구원, E-mail: dohy33@kepco.co.kr - 발표자
** 정회원․ 한국전력공사 전력연구원 책임연구원, E-mail: hsnah_kepri@kepc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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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에너지 건축물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된다.
2018년 법적기준 이전에는 중부지역, 남부지역, 제주지역
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2018년 법적기준부터는 중부지역
이 중부지역Ⅰ, 중부지역Ⅱ로 분리되어 적용 예정이다.
2.3 분석 대상
단열보강패널은 기존 나무입자와 방수성 수지를 함께
압착하여 만든 OSB(Oriented Strand Board)의 사이에 비
드법 단열재인 EPS(Expanded Poly Styrene)의 조합하여
제작한 구조체이다. 시뮬레이션에 적용한 열전도율은
Table. 1과 같다.
Table 1. Thermal conductivity of OSB and EPS
Thermal conductivity
OSB

0.160 W/mK

EPS

0.034 W/mK

3. 벽체 구성별 정상상태 3차원 열전달 해석
사옥별 현재 법적기준과 2018년도 9월 1일부터 시행되
는 법적 기준의 단열재 두께에 부합하도록 벽체 열성능을
개선한 경우를 분석하였다. 벽체 열성능의 개선을 위해
단열보강패널을 적용하였고, 단열보강패널의 구성 중 EPS
의 두께를 조절하였다.
3.1 중부지역 분석 결과
중부지역의 현재 법적 단열기준은 0.26W/㎡K이다. A
사옥을 제외한 나머지 사옥들은 현재 법적기준에 만족하
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되는
법적기준에서는 A, B, C, D 사옥이 중부1지역으로 단열재
두께 190㎜이상, 열관류율 0.17W/㎡K이하를 만족하여야
하며, E, F, G, H, I, J 사옥이 중부2지역으로 단열재 두
께 135㎜이상, 열관류율 0.24W/㎡K이하를 만족하여야 한
다. 각 사옥별 법적 기준에 만족하는 단열재 두께만을 고
려하여 분석한 결과는 A사옥만이 2018년 9월 1일 법적 열
관류율을 만족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건축물의 에너지성능 개선기준’에 따라 연면적
3,000㎡ 이상의 공공기관 건축물은 에너지 성능개선을 해
야 한다. 에너지 성능개선은 ‘그린리모델링’ 사업과도
연계가 될 수 있는데, 건축요소인 Passive 요소의 성능
개선은 창호 교체만 수행하고 벽체 단열보강을 하더라도
열교의 우려가 있는 내단열 보강이 한계이다. 실내 면적
의 감소라는 단점을 가지고 있는 내단열 보강과는 달리,
외단열 보강은 열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실내공간
면적 감소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 분석대상으로 공공
기관 건축물 한국전력공사 건물은 연면적 3,000㎡ 이상의
사옥 19개소를 대상으로 하였다.
Fig. 3 Central region analysis results
Table 2. Wall composition of KEPCO building
U-value
(W/㎡K)
A building
Aluminum panel(3㎜)+XPS(120㎜)+Concrete(150㎜)+Plaster board(25㎜)
0.235
B building
Common brick(90㎜)+Cavity(50㎜)+EPS(75㎜)+Cement brick(190㎜)+Mortal(18㎜)
0.354
C building
Common brick(90㎜)+Cavity(50㎜)+Rockwool(50㎜)+Cement brick(190㎜)
0.545
D building
Porcelain tile(10㎜)+Cement brick(90㎜)+Cavity(20㎜)+EPS(50㎜)+Cement brick(90㎜)
0.499
E building
Granite(30㎜)+Cavity(40㎜)+Glasswool(50㎜)+Concrete(200㎜)
0.621
Central
F building
Granite(30㎜)+XPS(65㎜)+Concrete(150㎜)
0.427
G building
Granite(30㎜)+Cavity(20㎜)+XPS(70㎜)+Concrete(200㎜)
0.382
H building
Block tile(15㎜)+Concrete(120㎜)+EPS(100㎜)+Plywood(5㎜)+Plaster board(9.5㎜)
0.306
I building
Aluminum sheet(3㎜)+Cavity(150㎜)+XPS(100㎜)+Concrete(180㎜)
0.281
J building
Granite(30㎜)+Cavity(20㎜)+Glasswool(50㎜)+Concrete(150㎜)
0.632
K building
Porcelain tile(10㎜)+Concrete(200㎜)+Rockwool(60㎜)
0.565
L building
Granite(30㎜)+Concrete(150㎜)+Rockwool(50㎜)+Cement brick(190㎜)
0.593
M building
Granite(30㎜)+Cavity(70㎜)+Concrete(150㎜)+EPS(50㎜)
0.522
N building Southern
Granite(30㎜)+Cavity(40㎜)+EPS(60㎜)+Concrete(150㎜)
0.477
O building
Aluminum panel(20㎜)+Glasswool(50㎜)+Cavity(30㎜)+Rockwool(50㎜)+Plaster board(19㎜) 0.350
P building
Stone tile(10㎜)+Cement mortal(30㎜)+Concrete(150㎜)+Rockwool(50㎜)
0.645
Q building
Traditional brick tile(30㎜)+Cement brick(90㎜)+Rockwool(50㎜)+Cavity(50㎜)+Cement brick(190㎜) 0.480
R building
Granite(30㎜)+Cavity(30㎜)+XPS(40㎜)+Concrete(200㎜)
0.606
Jeju
S building
Basalt(30㎜)+Cavity(35㎜)+Heat reflection insulation(6㎜)+Basalt(30㎜)+Concrete(200㎜) 1.763
Region

Wall compo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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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남부지역 분석 결과
남부지역의 현재 법적 단열기준은 0.32W/㎡K이다. 모
든 남부지역의 사옥들은 현재 법적기준에 만족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되는 법적기준
에서는 K, L 사옥이 중부2지역으로 단열재 두께 135㎜이
상, 열관류율 0.24W/㎡K이하를 만족하여야 하며, M, N,
O, P, Q 사옥이 남부지역으로 현 기준과 동일한 단열재
두께 100㎜이상, 열관류율 0.32W/㎡K이하를 만족하여야
한다. 각 사옥별 법적 기준에 만족하는 단열재 두께만을
고려하여 분석한 결과는 K 사옥만이 현재 및 2018년 9월
1일 기준 법적 열관류율을 만족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
다.

준, 2018년 9월 1일부로 시행되는 강화된 법적기준을 만
족하기 위해 단열재 두께만을 고려하여 열교를 방지하기
위한 외단열 보강을 하여 정상상태 3차원 열전달 해석 프
로그램을 통한 분석 결과는 아래와 같다.
1. 중부지역의 경우, A사옥을 제외한 나머지 사옥들은
현 법적 기준에 만족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2018
년 9월 1일부로 시행되는 법적기준에서는 A 사옥만이 법
적 기준에 만족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2. 남부지역의 경우, 모든 사옥들이 현 법적 기준에
만족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며, 현 법적 기준과 2018년
9월 1일부로 시행되는 법적 기준의 단열재 두께를 고려하
여 보강한 결과, K 사옥만이 만족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
3. 제주지역의 경우, 모든 사옥이 현 법적 기준에 만
족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며, 현 법적 기준 및 2018년 9
월 1일 법적 기준의 단열재 두께만큼 보강하여 분석한 결
과는 모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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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 론
연면적 3,000㎡ 이상 업무용 건물의 외벽의 단열재보
강과 관련하여 열성능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대
상 업무용 건물은 한국전력공사 사옥이다. 현재 법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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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침목 개발을 위한 폴리우레탄 기반 복합소재 평가
Evaluation of polyurethane based composite materials for railway
sleepers development
박 상 민* · 이 준 희 · 백 인 철** · 최 해 균*** · 최 영 길****· 황 철 현*****
Park, Sang-Min · Lee, Jun-Hee · Back, In-Chul · Choi, Hae-kyun · Choi, Young-Gil · Hwang, Chul-Hyun
ABSTRACT
This study is to develop a composite material sleepers based on synthetic resin instead of neck sleepers
applied to martial bridges. For this purpose, the properties of various polyols with various functional groups
for the improvement of strength were evaluated, and the aim was to improve the physical properties by
modifying isocyanate and expanding the reaction sites. The physical properties of polyurethane were
evaluated according to the type and content of additive for the improvement of the physical strength of
polyurethane

Key Words: Composite sleeper, Polyurethane, Modified Isocyanate
에 철도 선진국인 독일이나 일본 등은 합성수지를 적

1. 서 론

용한 합성수지 침목을 점진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추세
철도의 무도상 교량은 일반적으로 판형교로 불리는

이다. 합성수지 침목은 소음, 진동의 저감효과로 승차

플레이트거더교 또는 트러스교의 주거더에 궤광을 직

감이 좋고 뛰어난 내구성으로 한번 시공하면 반영구적

접 연결하는 형태의 구조로 열차 통과로 인한 충격이

으로 사용이 가능하여 교체할 필요가 없으므로 유지보

직접 전달되는 구조적 특성으로 인하여 강교량으로 설

수 비용을 현격히 줄어 경제성 효과가 있다. 수익구조

계되며, 1900년대 초반부터 건설이 시작되어 현재까지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현대의 철도에서 매우 경제

가장 많이 부설되어 온 철도교 형식 중 하나로 100년

적이라는 것이 일본에서 입증되었다.
합성수지 침목은 나사 스파이크의 인발강도가 높고,

이상 공용 중인 교량도 있는 상황이다
무도량 교량에 사용되는 침목은 가볍고 운반 장착

반복 인발시의 보유율이 높을 뿐 만 아니라 오일 부착

그리고 가공이 비교적 쉬운 장점을 갖고있는, 목침목

에 따른 강도저하도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따라서 궤

이 사용되고 있으나, 외부의 열악한 환경조건하에서

도가 안정이 되어 유지보수에 효율적이다. 또한 하중

사용하게 되면 열화가 발생됨으로써 재료로서의 사용

이 콘크리트침목의 1/5정도로 가볍기 때문에 운반이

수명이 단축되기 때문에 방부처리를 통하여 내구연한

용이하여 좁은 장소에서도 시공이 간편하고 작업이 편

을 연장시키고 있다. 외부 코팅 방부로 사용하는 중유

리하다. 특히 교량 등에서 하중의 부담을 줄일 수 있

질(콜탈)의 기름은 토양 환경 오염 등의 이유로 문제

어 판형교나 경전철에 적용성이 매우 우수하다. 분기

가 되고 있다. 또한 열차속도가 고속화 되고 운행간격

기에서 목침목을 대체할 경우 콘크리트 침목 분기기에

이 짧아져서 침목을 교환하는 작업을 재래식 방법으로

비해 적은 비용으로 개량이 가능 할 것으로 보인다.

시공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PC 침목은 내구성과 내부

1980년대에 일본에서 개발된 합성수지침목은 현재 일

식성의 우수한 특성과 무거운 중량으로 궤도를 안정시

본에서만 제조되고 개발하여 실용화된 합성수지침목

키는 장점이 있지만 레일의 체결과 탄력성을 부여하기

Fiber Glass와 경질발포우레탄 수지로 구성된 복합재

위하여 나무 침목보다는 복잡한 레일 체결 장치가 필

료를 발포 및 경화하여 철도에서 목침목의 대체용으로

요하며, 높은 경도에 의한 제진특성이 부족한 단점을

사용하도록 개발된 제품 있으며, 일본으로 부터 세계

지닌다. 이러한 목침목과 콘크리트 침목의 문제 때문

각 국에 수출되고 있다. 한국의 경우, 신설노선인 서

* 정회원․ 유원플렛폼 책임연구원, E-mail: smpark@hu1pf.com – 발표자
정회원․ 유원플렛폼 책임연구원, E-mail: smpark@hu1pf.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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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메트로 9호선을 시작으로 지하철, 경전철구간에 합

진행하였으며, 더 나아가 각기 다른 관능기를 지닌 폴

성수지침목이 적용 되고 있다. 유럽뿐만 아니라, 중

리올에 대하여 평가하였다.

국, 대만, 인도 등 주변 국가들도 현재 합성수지침목
을 개발하여 교량, 분기기, 터널, 건널목, 이음매, 차

Table 1. Formulationm of polyol type

량기지, 플랫홈 등의 구간과 소음·진동에 민감한 도

CR-1

심지역에 도입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높은 생산 가격

Major Polyol

및 환경적 문제, 기계적 강성 등의 문제점으로 도입에

Minor

어려움이 존재한다. 이에 재활용 소재 및 친환경성 소

polyol-1

재를 도입한 합성 복합재료 침목을 개발하여 철도 침

Minor

목 산업에 친환경적인 재료로 개발할 것이며 비용 문

polyol-2

제 때문에 목침목이나 콘크리트 침목이 부적절한 노선

Minor

에 일반적으로 사용이 제한되지만, 이를 극복하여 침

polyol-3
Minor

목 시장에 적용 가능토록 하는 것이다.

polyol-4
Minor

2. 본문

polyol-5

CR-2

CR-3

기준 ISO 12856-1, JIS E 1203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Fig 1과 같이 기기를 제작하여 평가하였다. 기기는 가
열방식의 프레스 설비이며, 시편 가공조건은 40℃,
40min 조건하에서 제조되었다.

CR-5

90
10

-

-

-

-

-

10

-

-

-

-

-

10

-

-

-

-

-

10

-

-

-

-

-

10

Other

기기_복합소재침목을 개발하기 앞서 합성침목 평가

CR-4

20.8

additive

두 번째는 Fig 2와 같이 다관능성의 폴리올과 반응을
하는 이소시아네이트(MDI)를 Modified하여 특성을 평
가하였다. 이소시아네이트는 N=C=O 구조를 지니고 있
다. 이러한 구조에서 한 개의

N=C=O group이 탄소(C)

와 결합을 이루지만 이소시아네이트를 carbodiimide
linkage(N=C=)를 형성하도록 Modified 함으로서 폴리
올과의 반응성을 높여 물리적 특성 및 내열성 개선을
위한 소재로 적용하였다.

Fig. 1 Instrument for composite sleeper specimen

Fig. 2 Modified Isocyanate structure

재료_폴리우레탄을 복합소재침목 적용을 위한 특성으
로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다 첫 번째는 열
차의 하중에 대한 충격강도 및 휨강도와 같은 물리적
강도가 수반되어야하며, 두 번째는 철도 레일과 침목
간의 결합을 위한 나사인발특성을 필요로 한다. 이에
강도 개선을 위하여 바인더로서 폴리우레탄 강도 개선
을 위한 평가로서 다양한 소재의 폴리올을 적용하여
평가하였다. 첫 번째로 Table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복합소재침목의 강도개선을 위하여 폴리우레탄의 Hard

바인더로서 폴리우레탄이 구현할 수 있는 성능이 한계
가 있기에 물리적 강도 및 나사인발강도 개선을 위하
여 첨가제를 도입함으로서 특성을 평가하였다. 첨가제
는 강도개선을 위한 재료와 나사인발강도 개선재료로
구분하여 도입하였다. Fig

3과 같이 강도 개선을 위

한 재료로서 취성특성 강화를 위한 honetcom 구조를
지닌 소재와 굴곡강도 및 휨강도 개선을 위한 silica
powder, Engineering plastic을 도입하여 평가하였으
며 나사인발강도 개선을 위한 첨가제는 Fig 4에 보이

segment로 작용하는 저분자량의 폴리올에 대한 평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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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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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green 시편에 비애 우수한 인발특성이 평가되었으
며 취성 특성 또한 개선되는 결과를 보였다. 이는 폴
리우레탄 경화과정에서 첨가제와 폴리우레탄 간의 물
리적 결합이 발생함으로서 강한 취성특성을 보였으며
첨가제 각각이 지닌 고유 성질에 따라 각기 다른 물리
적 특성이 발현되었다. 하지만 높은 밀도를 지닌 PET
fabric의 경우 시편 제조과정에서 함침특성의 문제점
이 발생되었으며 제조공법 및 도입 되는 소재에 대한
선별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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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노재료의 건설분야 적용을 위한 나노관련기술 고찰
Review of nano-related technology for application of nano-materials in
construction field
이 형 주* · 김 승 기** · 이 헌 석*** · 김 우 석****
Lee, Hyung Joo · Kim, Seung Ki · Lee, Heon Seok · Kim, Woo Suk
ABSTRACT
This paper reviews on nano-materials as part of a study to apply nano-technology related technologies to the
construction field. First, the synthesis method of nano-materials was examined. Secondly, the mechanical application
method of nano-materials was investigated. Finally, the analysis method of nano-materials was investigated.
Key Words: Nano-related technology, Nano-material, Construction field

1. 서 론
나노 단위 물질의 특징은 물질의 기능을 한정된 공간에
보다 많은 기능을 부여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상대
적으로 표면에 존재하는 원자들의 숫자가 많아지게 되어,
표면에너지가 전체 시스템의 열적안정성에 기여하는 정도
가 커지게 된다. 최근 들어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수요와
함께 나노미터 범위에서 적어도 하나의 치수를 갖는 강성
입자로 충전된 중합체 복합 재료를 처리하는 것에 상당한
관심이 있다. 그 중에서도 과학자 및 산업 공동체 모두를
끌어들이는 이 물질 군을 나노 복합체(nanocomposites)라
고 한다. 이러한 나노 복합체를 이용한 첨단 나노기술은 4
차산업 혁명을 이끌어갈 기술 중 하나이며 나노소재, 나노
전자, 나노바이오/의료, 나노 장비 등의 다양한 연구가 진
행되고 있다. 하지만 건설분야에서는 나노소재를 기반으로
한 적용 사례가 아직까지는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나노재료 및 나노소재 재료들을 건
설분야에 적용하기 위한 연구의 일환으로 기존 나노소재 관
련기술들을 고찰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건설재료로써 나노 재
료 사용에 대한 기초적인 사항들에 대해 연구하고자 하였다.

든 재료를 점(0차원)과 막대/선/튜브(1차원)의 형태로 제
조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다. 그러한 성과로 다양한 나
노입자(자성, 산화물, 발광성 반도체, 금속, 유유기∙고분
자)들이 촉매, 잉크, 나노 바이오, 약물전달 등과 같은
분야에서 산업화가 이루어졌거나 현재 진행 중에 있다.
이때 나노재료의 분산에 있어 용액 또는 기상 내에서
입자가 취하는 운동에는 Fig.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브라
운 운동, 전단응력에 의한 운동, 용액의 흐름에 의한 움
직임, 중력과 부력에 의한 상하 운동, 속도의 차이에 의
한 입자의 움직임 등과 같은 다양한 운동이 존재하며 이
는 끊임없이 입자를 움직이게 함으로써 입자들이 서로 붙
어 있는 시간을 줄여 뭉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2. 본 론
2.1 나노재료의 합성
1990년대 중반부터 나노재료의 합성에 대해 연구가 집
중되었으며, 그동안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어 다양한 물질
의 합성이 가능해졌다. 특히 액상에서의 합성은 나노재료
의 형태와 결정구조 및 특성을 미세하게 조절할 수 있으
며, 기상 합성에 비해 대량생산의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일찍부터 산업화를 염두해 둔 연구들이 많이 진행되었다.
합성 물질은 금속, 세라믹, 반도체, 유기재료 등 거의 모
*
**
***
****

정회원․
정회원․
정회원․
정회원․

금오공과대학교
금오공과대학교
금오공과대학교
금오공과대학교

Fig. 1 The form of motion and the balance of forces
within a solution of particles (Reproduced; Pugh and
Bergstrom, 1994)
입자의 크기가 작아질수록 상대적으로 반데르발스 인
력(van der Waals attractive force)의 영향이 다른 영향
에 비해 커지게 된다. Table 1은 입자의 크기에 따른 각
운동이나 힘의 영향을 나타낸 것이다.

건축공학과 박사과정, E-mail: lhj1102@kumoh.ac.kr
건축공학과 박사과정, E-mail: ksk@kumoh.ac.kr
건축공학과 박사과정, E-mail: lhs@kumoh.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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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The Influence of Each Exercise and Force on
the Size of Particles
Type of
interaction
Van der
waals
attraction
Electrostatic
repulsion
Brownian
motion
Kinetic
energy of
sedimentati
on
Kinetic
energy of
stirring

Energy(in unit of KT) for particles of
given size
0.1 
1 
10 
10

100
0-1000

0-10000

1

1

1

10-13

10-6

10

1000

Table 2. Methods for the Analysis of Nano-materials
Method of analysis

1000

0-100

1

은 소재와의 상호작용을 이용하며, 이러한 상호작용을
해석함으로써 소재의 형상 구조, 화학적 조성 등을 분석
할 수 있다.

Rutherford backscattering
spectrometry
X-ray photoelectron
spectroscopy
electron microprobe, auger
electro spectroscopy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y & Scanning
electron microscopy
X-ray, electron, low-energy
electron diffraction,
scanning probe microscopy

6

10

Table 1.에서 알 수 있듯이 10  정도의 입자는 입자
간의 반데르발스 인력이 강하다 하더라도 기계적인 분산
이 가능함을 보여주며, 1  정도의 입자의 경우에도 콜
로이드 분산액에 기계적인 힘을 가하여 분산시키는 것이
가능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100nm 수준에 이르게 되면,
반데르발스 인력이 기계적인 분산보다 훨씬 우월하기 때
문에 입자가 분산되기 어려우며, 서로 뭉치게 될 것이라
고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나노 구조체가 나노 크기의
특성을 발현할 수 있도록 유지하기 위해서는 나노 입자의
표면처리를 통해 반데르발스 인력을 줄이거나 정전기적인
반발력 또는 입체적 공간 방해를 도입하여 입자들의 뭉침
을 방지할 수 있다는 연구가 보고되었다. (Kim et al., 2016;
Pugh and Bergstrom,1994)

Analysis contents
재료의
구성원자들과의
Coulomb 산란현상
전자구조에서
inner shell vacancy
형성
에너지 준위간의
전이현상
3차원적인 형상분석

결정구조분석

3. 결 론
본 논문은 나노재료 분산과 기계적 특성 소재 분석 방
법의 기초적인 내용에 대해 고찰하였다. 이러한 방법들을
통하여 추후 건설분야에서의 나노기술 및 소재 적용 방법
에 대해 연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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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18CTAP- C13353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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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나노재료의 강도

References

나노재료의 경우 기존의 재료에 비해 입자의 크기가
감소함에 따라 결정립계(grain boundary)의 부피비, 삼중
점(triple junction) 등이 변하기 때문에 기존의 재료와
는 다른 기계적 성질이 예상된다. 나노입자로 구성된 재
료의 경우 재료 내부의 공극률(porosity), 결정립 크기
(grain size) 등의 인자에 의해 기계적 특성이 좌우된다.
재료의 기계적 특징은 소재 내부의 결정립의 크기에
따라 변하게 된다. 즉 입자의 크기가 작을수록 전위
(dislocation)의 전파가 힘들어지므로 다결정질(polycrystalline) 소재의 강도가 증가하게 된다.(Kim et al.,
2016; Hall, 1951; Chokshi et al., 1989)
2.3 나노소재의 분석방법
나노소재의 분석은 크게 나노소재의 형상(morphology)
의 분석, 결정구조의 분석 그리고 화학적, 전자적 정보
의 분석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나노소재를 포함한 다
양한 소재의 분석은 기본적으로 전자기파, 입자빔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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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트질 모래의 유동강도와 다짐밀도에 관한 실험적 연구
Experimental Study on Liquid Flow Strength and Compaction Density of
Silty Sand
김 형 주* · 박 태 웅** · 김 형 수*** · 피터 레이 디노이**** · 유 지 호*****
Kim, Hyeong-Joo · Park, Tae-Woong · Kim, Hyeong-Soo · Dinoy, Peter Rey · Yu, Ji-Ho
ABSTRACT
In this study, several tests such as liquid limit test, compaction test, and XRF analysis were conducted on silty sand
(SM) containing air to investigate the saturation collapse phenomenon due to flow liquefaction, which can result to the
increase of the saturation degree and water conten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flow strength and water content of the
test material, which was artificially prepared by mixing Saemangeum dredged soil and water at different mixing ratios,
was investigated to determine the strength variation caused by intergranular flow. When silicon dioxide (Si02) and water
react with each other, energy is generated from capillary phenomenon and the attractive force between particles increases
from 10% to 20% due to matric potential. The maximum flow resistance is maintained at the range of 20% to 30%
water content, which is larger than the optimum water content obtained from the compaction test, so that flow resistance
is greater in the region where the maximum shearing force is significantly high. However, if the water content is
increased to more than 30%, the flow resistance is significantly low.
Key Words: silty sand, liquid flow strength, collapse phenomenon, matric potential, compaction density

1. 서 론

2. 포화 코렙스(Collapse) 현상

흙은 자연현상인 물에 의해 다져지거나 느슨해지는 것
은 흙 입자사이에 물과 공기가 함유되어 다짐 또는 빗물
이 스며드는 자연현상 등으로 입자골격의 배열과 간극공
기가 유출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입자 간의 이동은 밀도
를 변화시키므로 침하 또는 팽창이 발생한다. 우리나라
국토 대부분은 화강암이나 편마암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오랜 기간동안 물리적, 화학적 작용에 의해 풍화된 풍화
화강토로 존재하며 마사토라고도 불리어지고 있다. 이러
한 풍화화강토는 성토재료나 기초지반에 사용되어지고 있
으며 다짐과 CBR 시험에 의해 최대건조밀도와 최적함수비
관계에 의해 다짐밀도를 결정하고 노상토 지지력비에 따
라 포장층 두께를 결정하고 있다. 그러나 준설과 동시에
매립되고 있는 새만금 퇴적 준설토와 같이 실트질 모래로
구성된 토사의 지반은 주로 자연물다짐에 의해 입자가 유
동되면서 최대건조밀도와 강도가 다르게 분포된다. 이러
한 공기가 함유된 불포화토는 물에 의해 포화가 되면서
지반 강도가 약화되는 포화 코렙스(collapse)현상을 유동
저항력에 의해 파악하고자 액성한계시험과 다짐시험을 실
시하였다. 시험재료로는 새만금 준설토를 사용하여 인위
적으로 조제된 함수비 및 유동 강도가 최대건조밀도와의
관계를 실험적으로 파악하여 입자간 유동에 의한 강도변
화를 규명하고자 한다.

공기가 함유된 불포화토가 물에 의해 포화가 되면서
지반이 파괴되는 포화 코렙스(collapse)는 불포화토의 특
유 현상이다. 과거 다짐기계가 미발달되어 물다짐 공법에
의한 흙댐에서는 사력필(fill) 재료를 다졌으며, 다짐 후
밀도는 공기가 감소되면서 물이 포화 상태가 되면서 가장
느슨한 상태에 이르면 더 이상 밀도는 증가되지 않고 수
위가 증가되어 사질토지반은 액상화 가능성이 높아진다.
대표적으로 미국 샌 페르난도 지진에서는 댐의 하부가 액
상화에 의해 파괴가 되었다. Bishop의 유효응력식이 대표
적이다. 그러나 이 유효응력식에서는 포화 코렙스 현상을
설명할 수 없다. 즉 Bishop 등은 석션(suction)이 감소
(물이 증가되는 가수현상)되면 유효응력도 감소되어 팽창
을 발생시킨다. 또한, 포화 코렙스 현상은 유효응력 즉
간극수압이 등방적으로 증가되는 현상보다 포화도가 낮으
면 fig. 1과 같이 물은 토립자의 접촉점에 메니스커스를
유지시켜 간극수압은 (-)압력으로 토립자의 접촉면에 모
관력(흡입력)을 발생시키므로 모관력이 긴원(풀)처럼 작
용한다. 또한, 토립자와 토립자를 접촉시키고 토립자 골
격을 강하게 하므로 느슨한 입자의 경우 외력을 지탱할
수 있지만 수용성 점착력이기 때문에 물이 침입하면 모관
력이 소멸되어 파괴가 발생하는 포화 코렙스(collapse)
현상을 발생시키게 된다. 일반적으로 지반은 포화토 보다
느슨하게 다져진 상태에서 외력을 지탱할 수 있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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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가 되면 지반 수축을 발생시켜 포화 정규압밀선까지
응력점이 이동하고 포화정규압밀선의 위 측이 되는 과압
밀 상태에서도 포화 코렙스가 발생하므로 재료가 가지는
고유한 Micro적인 성능설계에 중요한 시점이다.

Table 1. Physical and mechanical properties of Saemangeum
dredged soil
채취장소
비

새만금 내부

중

2.63

#200 통과율(%)

26.2

소성지수

N.P

최대건조밀도(kN/m3)

16.7

최적 함수비(%)

17.0

U.S.C.S

SM

Fig. 1. Capillary force(Nc) due to meniscus of
particles and pore water at low saturation

3. 새만금 준설토의 물리·화학적 특성
Table 1은 새만금 준설토의 기본물성으로 No.200체 통
과율이 26.2%, 비중은 2.705, 소성지수는 N.P로 통일분류
법상(USCS) 실트질 모래(SM)으로 분류된다. Fig. 2는 새
만금 내부에 퇴적된 실트질 모래(SM)에 대해 SEM (Scanni
ng Electron Microscope)으로 촬영한 결과 74.5∼203㎛의
입경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통일분류법에 의한 실트의
입경 75㎛ 경계부보다 큰 입경이며, 모래보다는 매우 작
은 입경으로 이루어져 있고 주로 실트입경을 나타내고 있
다. 또한, 시료에 #100체 통과된 시료에 대한 입도분포곡
선에서 중량통과백분율 D50은 0.214mm로 실트와 모래의 입
경 범위 0.074mm~2.0mm을 고려하면 매우 작은 세립모래에
해당된다. Fig. 3은 새만금 실트질 모래의 입자에 대한 X
선 회절분석결과에 대한 화학적 분석결과로 SiO2, Al2O3,
Fe2O3, K2O, Na2O 순으로 구성되어 있고 SiO2 함유량이
74.4%로 주요성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Al2O3가
12.3% 함유하고 있다. Fe2O3, K2O, Na2O은 4% 이하로 상대
적으로 함유량이 매우 적다.

(a) Saemangeum status

(b) Sedimentation inside Saemange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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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새만금 준설토의 다짐 및 지지력 특성

(c) Particle size distribution of dredged soil
Fig. 4. Compaction test result and degree of
saturation

(d) SEM(scanning electron microscope) analysis of
dredged soil
Fig. 2. Saemangeum status and dredged soil
properties

XRF Analysis
Qualitative Analysis Chart
Rigaku
Sample : Qual-새만금 준설토

흙의 다짐시험은 자연 건조시킨 흙 시료의 함수비를
변화시켜서 동일한 부피와 에너지로 다진 결과로 함수비건조밀도 관계를 작도하여 최대건조단위중량과 최적함수
비를 결정하기 위한 시험이다. 다짐시험 결과로 다짐 현
장에 적용할 건조·습윤측 함수비의 시방 및 다져진 지반
의 상대 다짐도를 평가한다. 다짐시험은 KS F 2312에 규
정되어 있는 표준 D방법에 준해 실시하였다. 흙의 다짐은
자연건조 시료에 대하여 층별 55회 총 5층으로, 무게
4.5kg, 자유 낙하고 45cm인 램머(rammer)를 사용하여 실
시하였다.
또한 CBR시험은 흙의 공시체에 대하여 피스톤을 규정
속도(1mm/min)로 관입시켜 관입량 별로 구한 시험하중강
도를 표준하중강도에 대한 백분율로 구하는 것이다. CBR
의 시험방법은 KS F 2320에 규정되어 있고 포장두께의 설
계나 지반의 지지력을 판정하는데 이용되고 있다. 다짐특
성은 공시체의 최대 습윤측 함수비 변화에 의해 건조밀도
가 민감하게 변화하고 있으며, 최대 건조단위중량(  )은
최적함수비 13%에서 최대건조밀도는 16.28 kN/m3로 나타
났으며, 영공기간극곡선에서는 포화도 50%에 근접하고 있
어 적정포화도에서 최대 흡인력을 발생시키고 있다. 이는
입자주변의 메니스커스 모관력이 최대로 발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산화규소(SiO2)는 함수비에 따라 물과 수용성으로 함
께 반응 시 모관현상에 의해 생기는 에너지 즉, 메트릭
포텐샬(Matric
Potential)에
의해
입자간
인력
(Attractive Force)에 따라 유동저항력이 크게 발휘되는
최대강도는 다짐 최적함수비보다 큰 습윤측이 되는
20~30% 범위에서 일정하게 최대로 발휘되는 영역이다. 한
편 다짐의 최적함수비 13% 시에 최대건조밀도가 발휘되지
만 유동저항력은 최적함수비 부근이 되는 10~20% 사이에
서 유동저항력은 크게 상승되는 전이구역이다.

Fig. 3. XRF(X-ray fluorescence) analysis of dredged
so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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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Flow curve of dredged soil according to
initial water content

5. 결 론
본 연구는 공기가 함유된 불포화토가 물에 의해 포화
되면서 지반이 파괴되는 포화 코렙스(collapse)현상을 유
동저항력에 의해 파악하고자 새만금 실트질 모래를 사용
하여 화학적 성분의 조사와 액성한계시험 및 다짐시험을
실시하였다. 이산화규소(SiO2)는 함수비에 따라 물과 수
용성으로 함께 반응 시 모관현상에 의해 생기는 에너지
즉, 메트릭 포텐샬 (Matric Potential)에 의한 입자간의
인력(Attractive Force)이 최적함수비보다 습윤측에서 크
게 발휘되고 있으며 이보다 더 큰 함수비에서는 급격하게
유동저항력이 저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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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망 기법을 이용한 강섬유 혼입율, 형상비에 따른 압축강도 추정모형 개발
Development of Estimated Model for Compressive Strength
according Volume of Fraction and Aspect Ratio of Steel Fiber
Reinforced Concrete Using Neural Networks
정 태 영* · 박 주 경**
Chung, Tae-Young · Park, Ju-Kyung
ABSTRACT
The contemporary high-tech structures have become enlarged and their functions more diversified. Steel
concrete structure and composite material structures are not exceptions. Therefore, there have been on-going
studies on fiber reinforcement materials to improve the characteristics of brittleness, bending and tension stress
and others, the short-comings of existing concrete. In this study, the purpose is to develop the estimated
model with dynamic characteristics following the steel fiber mixture rate and formation ration by using the
nerve network in mixed steel fiber reinforced concrete (SFRC). This study took a look at the tendency of
studies by collecting and analyzing the data of the advanced studies on SFRC, and facilitated it on the learning
data required in the model development. In addition, by applying the diverse nerve network model and various
algorithms to develop the optimal nerve network model appropriate to the dynamic characteristics. The
accuracy of the developed nerve network model was compared with the experiment data value of other
researchers not utilized as the learning data, the experiment data value undertaken in this study, and
comparison made with the formulas proposed by the researchers. And, by analyzing the influence of learning
data of nerve network model on the estimation result, the sensitivity of the forecasting system on the learning
data of the nerve network is analyzed.

Key Words: SFRC, nerve network

1. 서 론
현대의 첨단구조물일수록 대형화되고 기능이 다양화
되고 있으며,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이나 복합소재 구조물
도 예외는 아니다. 따라서, 기존 콘크리트의 단점인 취
성, 휨, 인장응력 등의 특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섬유보강
콘크리트 재료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에
서는 섬유보강재인 강섬유를 혼입한 콘크리트 즉, 강섬유
보강 콘크리트(Steel Fiber Reinforced Concrete, 이하
SFRC)의 설계에 있어서 신경망 기법을 이용함으로서 강섬
유 혼입율, 형상비에 따른 압축강도 추정 모형 개발을 목
적으로 하였다. SFRC를 건설공사에 실용화하기 위해서는
SFRC의 기본 물성에 관한 데이터 및 역학적 특성을 추정
할 수 있는 수식이나 모형이 필요하다. 이러한 SFRC의 역
학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많은 연구자들은 재료, 형
상, 강섬유 혼입률, 형상비, 철근비 등을 변수로 하여 실
험을 통하여 SFRC의 역학적 특성을 규명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SFRC의 역학적 특성을 구하기 위한 실험은 일반적
으로 장비구축의 비용과 시간의 소비가 많고 수행하기 어
렵기 때문에 SFRC의 역학적 특성은 제한적으로만 적용되
어 왔다. 따라서, 보다 다양한 적용을 위해서는 역학적
특성을 예측하기 위한 보다 간편한 접근 방법을 개발하는

것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신경망(Neural
Network) 모형을 이용하여 SFRC의 압축강도 추정 모형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수학적 모형으로 개발된 신경망은 원
래의 목적인 패턴 인식 뿐만 아니라 그 함수가 가지고 있
는 비선형 학습 및 보간 능력으로 인하여 응용분야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신경망은 시스템의 상태와 매
개변수들의 최적의 값들을 반복적으로 순환추정 할 수 있
는 반복 순환 알고리즘을 가지며 시스템을 구성하는 비선
형 특성함수로 인하여 비선형 시스템의 모형화에 이용 할
수도 있다.

2.

신경망 모형의 기본 이론

2.1 신경망 모형의 개념
신경망 모형(Neural Network)은 신경 생리학 분야에서
두뇌의 활동을 이해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신경의 작업을
설명하려는 시도에서 출발하여 생물학적인 프로세스를 컴
퓨터의 이용으로 모형화 하려는 노력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림 2.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신경망 모형은 인간 두뇌의
신경을 모방하여 자신이 가진 데이터로부터 반복적인 학
습(Training) 과정을 통하여 데이터에 숨어 있는 패턴을

* 정회원․ ㈜대한이앤씨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소장, 공학박사/기술사, E-mail: bilan@hanmail.net - 발표자
** 정회원․ ㈜대한이앤씨 대표이사, 공학박사/기술사, E-mail: jkpark@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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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내는 모델링(Modeling) 기법이다.

2.4 신경망 모형의 단점

Fig. 1 인간 신경의 조직도(Adhikary, B. B. and
Mutsuyoshi, H. 2005)
신경망 기법의 응용분야로 최적화 문제, 로봇 제어,
문자인식, 음성인식, 신호처리, 경영 분야까지 다양한 분
야에 응용되고 있으며, 기존의 컴퓨터에 의해 풀기 어려
웠던 문제들에 대해 쉬운 해결책을 제시함으로써 차세대
컴퓨터의 중요한 AI(Artifical Intelligence)로 평가 받
고 있다.
2.2 신경망 모형의 종류
신경망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모형이 있으나, 그중 공
학적 자료 분석을 위해 가장 많이 사용되는 모형은 다층
인식자(Multi-layer Perceptron:MLP)신경망 이다. MLP모
형외에도 자주 사용되지는 않지만 원형기준함수(Radial B
asis Function:RBF)신경망, 타원형기준함수(Elliptical B
asis Function:EBF), 확률(Probabilistic Neural Networ
k:PNN) 신경망 등이 있다.
2.3 신경망 모형의 장점

(1) 모든 입력값과 출력값이 0과 1사이의 범위에서 정
의되어야 함.
신경망에서 사용되는 입력 값은 특정 범위(대개의 경
우 0과 1사이)로 변환되어야 하기 때문에 입력 자료에 대
한 추거적인 변화 작업과 조작 작업이 필요하다. 특히 주
의할 점은 자료의 변환 방법의 선택이 신경망의 결과 값
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신경망 응
용 프로그램들의 자료의 변환을 가능한 간단히 하고, 찾
고자 하는 범주의 값에 해당하는 히스토그램들과 수치의
값들을 자동적으로 범주의 값으로 변환한다. 그러나, 몇
몇 이상치를 가지는 한쪽으로 치우친 분포의 자료는 신경
망에서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자료의
변환 작업은 자료의 값과 이들의 범위를 확인하기 위해서
훈련집합의 분석을 필요로 한다.
(2) 결과의 도출 과정이 명확하지 않음.
결과의 도출과정을 명확하게 설명할 수 없는 것이 신
경망이 가지는 최대 취약점이다. 즉, 신경망은 결과 값이
결과의 도출과정보다 중요한 경우 사용될 수 있는 자료
분석 기법인 것이다. 비록 신경망은 명확한 법칙을 도출
해 낼 수는 없지만, 판별력 분석을 통하여 여러 개의 입
력값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중요한가를 구별해 낼 수 있
다.
(3)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 값으로 수렴할 수 있음.
보편적으로 신경망은 주어진 훈련 집합에 대하여 임의
의 결과 값에 수렴한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렇게 얻어
진 결과 값이 최선의 자료 모형을 제시한다는 보장은 없
다. 이런 의미에서 신경망의 훈련을 수행 할 때 주의해야
한다.

3. SFRC의 압축강도 추정 모형 개발

(1) 다각도의 문제점 처리에 용이
출력된 데이터의 값들이 연속형 변수일 때는 신경망은
예측(Prediction)을 실행하며, 이산형 변수일 때는 판별
분석(Classification)을 실행한다.
(2) 복잡한 도메인의 자료에서도 좋은 결과 도출
신경망은 기존의 통계적인 기법과 의사결정 나무구조
등과 비교할 때 강력한 분석기법이며 결과 값을 비선형
모형에 적응시킴으로써 모든 가능한 결과 값의 조합으로
부터 최선 값을 선택할 수 있다.
(3) 연속형과 이산형 자료를 모두 처리 가능
자료들이 신경망에서 사용되기 전에 일련의 훈련과정
을 통하여, 변환되지만 범주형과 연속형 자료 모두 신경
망에서 사용될 수 있다. 특히 범주형 자료의 경우에는 0
과 1의 범위 안에서 부여된 각 범주를 하나의 객체로 인
식하여 사용되며, 각 범주를 각기 다른 범주로 인식하여
사용된다.

3.1 개요
신경망 기법을 이용한 SFRC의 역학적 특성 투정 모형
을 개발하기 위하여, 이미 선행 연구자들에 의하여 수행
된 실험 계측 자료를 수집하여 이를 모형개발에 필요한
학습자료, 검증자료, 추가학습자료에 각각 활용하였다.
모형 개발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위의 데이터들의 중
복 사용은 피하고 각각 다른 데이터들을 학습자료, 검증
자료, 추가학습 자료로 사용하였다. 또한 수집된 계측 자
료를 분석하여 SFRC의 역학적 특성에 영향을 주는 인자들
의 선정 작업을 실시하였고, 이를 토대로 선행 연구자들
의 실험데이터를 D/B화 하였다. 결정된 인자를 이용하여
다양한 신경망 모형을 설계하였고, 신경망 모형 개발을
위해 필요한 Parameter(신경망 모형, 은닉층, 은닉마디,
알고리즘)를 다양하게 적용하여 최적의 신경망 모형을 개
발토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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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통계적 자료 수집 및 분석
선행 연구 자료들을 분석한 결과 SFRC의 압축강도는
강섬유 혼입률(%), 형상비, 배합강도(MPa) 3개의 Paramet
er에 의해 압축강도의 변동을 알아보기 위한 연구가 많이
수행되어 왔다. 선행 연구자들이 수행한 실험 범위는 아
래 Fig. 2∼Fig. 4에 나타내었다. 배합강도는 대부분 20
∼30 MPa 범위의 보통강도에 관한 실험이 약 58회 정도로
가장 많았으며, 고강도에 관한 실험도 10회 정도 실시되
었다. 또한, 강섬유 혼입률에서는 0.4∼0.6%정도 범위에
서 가장 많은 실험이 수행되었으며, 대부분 0.2∼2.0% 미
만의 범주 안에 속하였다. 형상비의 경우 50∼60범위에서
가장 많은 실험이 수행되었다. SFRC의 압축강도는 배합강
도, 혼입률, 형상비의 서로 상관 작용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각 변수에 의한 압축강도 영향
을 조사하기 위해 선행 연구자들의 실험 데이터들이 신뢰
할만한 데이터임을 가정하고 각 변수들의 작용에 의한 압
축강도 변화를 Polynomial중 Quadratic 분석을 실시한 결
과는 아래 Fig. 6∼Fig .8과 같다.

Fig. 2 배합강도 범위

Fig. 3 강섬유 혼입률 범위

Fig. 4 강섬유 형상비 범위

Fig. 5 배합강도/압축강도관계

상비를 선정하였다. 또한, 선행 연구 자료들에서 강섬유
형상은 Hooked 모양으로 제한하였다. 최적의 신경망 모형
은 신경망 모형의 종류, 학습 알고리즘, 은닉층, 은닉마
디 등의 변수에 의해 그 정확성이 판정된다. 이에 본 연
구에서는 이러한 변수들을 다양하게 적용하여 최적의 신
경망 모형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다양한 학습 수행 결과,
아래 표 3.5와 같이 총 5개의 신경망 모형이 학습 자료로
활용한 데이터와 가장 잘 일치하고 있었다.
Table 1. 개발된 압축강도 추정 신경망 모형
명명 신경망 모형

학습 알고리즘

은닉층 은닉마디

NN-1

Linear

Linear Least Square

-

-

NN-2

MLP

Back Propagation

1

9

NN-3

GRNN

Linear Least Square

2

64:2

NN-4

RBF

K-means

1

18

NN-5

RBF

K-means

1

21

Fig. 8∼Fig. 10에 5개의 신경망 모형에 의해 예측된
결과값을 나타내었다. 먼저, 각 입력변수에 따른 압축강
도의 변화를 분석해 보면 배합강도에 따른 압축강도 응답
비는 5개의 신경망 모형에서 선형적 증가 양상을 나타내
고 있다. 이는 선행연구 자료의 분석값과 거의 일치하고
있다. 강섬유의 혼입률에 따른 압축강도의 응답비에서는
NN-1 모형만이 선형적 증가를 나타내고 있으며, 나머지
대부분의 모형에서는 약 1.0% 혼입률 이상에서 점차 압축
강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압축강도 모형
에 강섬유 혼입률의 영향이 다소 불안정한 현상을 나타내
고 있다. 강섬유의 형상비에 따른 압축강도 응답비 역시
대부분의 신경망 모형에서 차이를 나타내고 있는데 형상
비 50 이상일때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형상비
역시 압축강도 모형 추정에 다소 불안정한 요소로 작용하
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압축강도 실험데이터와 5개의
신경망 모형에 의해 추정된 압축강도를 비교한 결과를
Fig. 11∼Fig. 15에 나타내었다. NN-1 모형의 경우 실험
데이터와 비교 결과 95% 신뢰수준에서 수정 결정계수
r2=0.926 으로 분석되었으며, NN-2 모형의 경우 95% 신뢰
수준에서 수정 결정계수 r2=0.920으로 분석되었다. NN-3
모형의 경우는 같은 신뢰수준에서 r2=0.922, NN-4 모형의
경우는 r2=0.926, NN-5 모형의 경우 r2=0.927로 5개 신경
망 모형 대부분이 비교적 잘 일치하고 있었다.
100

80

Fig. 7 형상비/압축강도
관계

f ck (M Pa)

Fig. 6 혼입률/압축강도
관계

3.3 압축강도 추정 모형 개발

60

40

NN-1
NN-2
NN-3
NN-4
NN-5

20

0
0.0

SFRC의 압축강도 추정을 위한 최적의 신경망 모형을
개발하기 위한 입력변수로 배합강도, 강섬유 혼입률,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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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혼입률에 따른
압축강도 응답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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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형상비에 따른
압축강도 응답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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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3 선행연구결과 값과
NN-3 모형 예측값(r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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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7 Expt/NN-2
비교(r2=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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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8 Expt/NN-3
비교(r2=0.898)

Fig. 19 Expt/NN-4
비교(r2=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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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6 Expt/NN-1
비교(r2=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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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선행연구결과 값과
NN-2 모형 예측값(r2=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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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선행연구결과 값과
NN-1 모형 예측값(r2=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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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터 값을 비교하였다. 95%신뢰범위에서 상, 하 신뢰구간
범위가 대부분 작고 이 범위 안에 데이터 값들이 존재하
였다. 이는 본 연구에서 개발한 신경망 모형이 정확도가
높다고 판단할 수 있다. 모형검증 결과 NN-1 모형이 수정
결정계수 r2=0.949로 가장 높은 정확도를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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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4 선행연구결과 값과
Fig. 15 선행연구결과 값과
NN-4 모형 예측값(r2=0.926) NN-5 모형 예측값(r2=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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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발된 모형 검증

60

4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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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된 모형의 경우 개발에 사용된 데이터에 의해 검
증을 일차적으로 실시하여 그 정확성을 검증하였으나, 이
는 모형개발에 사용된 데이터를 이용한 검증이었으므로
그 정확도가 높은 것은 당연한 결론일수도 있다. 이에 본
장에서는 SFRC의 역학적 특성 추정을 위해 개발된 각 5개
의 신경망 모형 검증은 학습에 사용된 데이터가 아닌 다
른 연구자들에 의해 수행된 데이터 값을 이용하여 검증을
실시하였다.
4.2 압축강도 추정 모형 검증
수집된 검증자료의 데이터를 5개의 신경망 모형에 적
용하여 압축강도를 추정한 결과 NN-1 모형의 경우 수정
결정계수 r2=0.949로 잘 일치하고 있었으며, NN-2 모형의
경우에도 수정 결정계수 r2=0.923으로 추정되었다. NN-3
모형은 r2=0.898로서 5개의 모형 중 가장 많은 오차를 나
타냈으며, NN-4 모형은 r2=0.925, NN-5 모형은 r2=0.910으
로 전체 5개의 모형이 20%이하의 오차율을 나타내고 있어
비교적 정확한 모형임을 증명하였다. 또한 NN-1 모형이 5
개의 모형 중 가장 정확한 추정을 하였다. Fig .16∼Fig
.20에 5개의 신경망 모형에서 추정된 압축강도와 실험데

Fig. 20 Expt/NN-5
비교(r2=0.910)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신경망 기법을 이용하여 SFRC의 압축강
도 추정 모형을 개발하였으며, 이러한 연구로 얻어진 결
론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모형 개발을 위해 선행 연구 자료들을 수집, 분석한
결과 SFRC의 압축강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는 배합강
도, 강섬유 혼입률, 형상비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SFRC의 압축강도 추정 모형 개발에 총 5개의 신경망
모형을 개발하였으며, 5개의 모형 중 모형개발 및 검증에
서 NN-1 모형이 가장 높은 수정 결정계수 r2=0.949를 나
타내어 압축강도 추정 모형에 가장 적합하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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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리카 퓸이 포함된 시멘트 페이스트의 내 충격성 평가
Assessment of the impact resistance of hardened cement pastes by adjusting
the component with Silica fume admixture
응유옌 트리* · 응유엔 헝** · 방 준 화*** · 김 정 중****
Nguyen, N.M.Tri* · Nguyen, Duy Hung** · Bang, Jun Hwa*** · Kim, Joong Jung****
ABSTRACT
The paper deals with an investigation of the impact resistance of Silica fume modified cement pastes by using the
Charpy impact experiment. The specimens of the plain pastes as well as the modified pastes are prepared with a
constantly water to binder ratio of 0.5, and the proportion of Silica fume was chosen by 5 and 10 wt % of the binder
usage, respectively. The impact resistance was obtained by Charpy impact experiment using V-notch specimen at the age
of 3, 7 and 28 days. The result at 28 days shows an increasing up to 58 % when introducing Silica fume admixture
within aforementioned proportions. Therefore, the feasibility of using Silica fume as an admixture to enhance the energy
absorption capacity of cement pastes as well as concrete was clarified in this study
요지
본 논문은 샤르피 충격 실험을 사용하여 실리카 퓸 시멘트 페이스트의 내 충격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일반
페이스트 및 개량 된 페이스트의 시편은 물-결합제 비가 0.5로 제작되고, 실리카 퓸의 비율은 각각 바인더 사용량
의 5% 및 10%로 선택되었다. 내 충격성은 3일, 7일 및 28일에 V 노치 시험편을 사용한 샤르피 충격 실험에 의해
얻어졌다. 28일의 실험결과는 실리카 흄을 포함한 시멘트 페이스트의 충격량이 58 %까지 증가하였다. 실험 결과로
부터 시멘트 페이스트의 에너지 흡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실리카 퓸을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임을 알 수 있다.

Key Words: impact resistance, Silica fume, Charpy Impact Test, V-notch specimen.

1. Introduction
Nowadays, concrete has been playing an
important role in construction. During their life
service, concrete structure can be subjected to many
types of loading that causing fracture, especially
impact loading. As we known that, concrete is
considered to be a two-phase composite material:
cement paste and aggregate; the fracture can be
occurred by broken of cement paste, of the
aggregate, as well as of the bond between cement
paste and aggregate(D.J.Naus 1973, K.L.Scrivener
2004). Although there are many investigations have
been conducted on energy absorption capacity of
concrete with and without mineral admixtures such

as Silica fume which is a very fine admixture that
will enhance the properties of concrete, there is just
a limited number of studies related to cement paste
which is weakest phase in concrete (A.M.Neville
2005, S.W.Tang 2014, S.W.Tang 2015, Zengqi
Zhang 2016, L.Wang 2017, S.Mahmoud Motahari
Karein 2017). Hence, cement paste modified by
Silica fume is an exciting material to study.
On the other hand, among many experiment
methods can be used to estimate the impact
resistance, the Charpy V-notch impact test is still
the most reasonable, inexpensive and suitable
experiment for determining the impact resistance of
brittle material like cement paste.(Ken Vallens 2001,
D. Fracois 2002, F.Tahmasebinia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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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ve all, the objective of this present work is
investigating the influence of Silica fume on the
impact resistance of cement pastes using Charpy
impact experiment.
2. Experimental process

The Charpy impact test specimens were determined in
accordance with the ASTM D6110-10 for the brittle
material with the proposal dimension was 10x10x50mm,
the V-notch deep approximated of 2mm.
The specimens were stored in water under normal
room conditions (20±20C, 50±5%R.H) after 24-hour
molding.

2.1 Material and instrument

3. Result and discussion

The materials used in this study were ordinary
Portland cement (product of Ssangyong manufacturer –
corresponding to KS L 5201), Elkem MicroSilica grade
940 (a dry Silica fume, undesified form).
The impact experiment was conducted by the digital
Charpy impact instrument (Fig. 1), which is fully
functional equipped, so that this instrument could
calculate automatically compensate for windage and
friction. Therefore, the result of energy absorption can be
reliable.

Fig. 1. The Charpy impact instrument
2.2 Mixture design and specimen preparation:
In this study, the constantly water/binder ratio of 0.5
was used for all specimens, for the Silica fume modified
cement pastes, the author purposed that using the
proportion of 5 and 10 wt % of the binder mass,
respectively. Table 1 figures out the mixture proportions
of the 0, 5, 10 wt % Silica fume modified cement paste,
respectively.
Table 1: mixture designs
Mixture
design
Plain paste

Cement

Water

For each mixture design, the specimens were prepared
at same source as well as the curing condition, and 5
specimens were used for testing per time at 3, 7 and 28
days. Table 2 shows the results of impact resistance
(J/m2) which were obtained from the average value of
five specimens for each mixture designs.
Table 2: Impact resistance results (J/m2)
Age
(Days)
03
07
Mixture
design
7299.5
11207.8
Plain paste
3614.2
13548.0
5 wt %
6565.4
16705.4
10 wt %

28
11499.3
15320.6
18211.4

As we can see in Fig.2, there is a line-graph that
shows the result as well as the infection of Silica fume
to the impact resistance of cement paste. From an overall
perspective, the impact resistance of all the mixture
designs went up considerably after 3 to 28 days curing.
Moreover, there was a significant increase in the impact
resistance when adding Silica fume into cement pastes
compared with the plain paste at the age of 28 days, the
period that the strength of cement pastes as well as
concrete reach to the stable state. The impact resistance
of the modified paste of 5 wt % were approximately
15000 J/m2, and the best performance under impact
loading has been given by the mixture of 10 wt % of
18000 J/m2. As expected, the energy absorption capacities
increased with the increase of Silica fume proportions.

Silica
Fume

1000

500

5 wt %

950

500

50

10 wt %

900

500

100

The mixing work was conducted by ASTM C305-14
with help of the power-driven revolving pan mix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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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2 Effect of Silica fume to the impact resistance of
cement pastes

"Permeability interpretation for young cement
paste
based
on
impedance
measurement."
Construction and building materials 59: 120 -128.

4. Conclusion
The experiment study was conducted to figure out
how the inclusion of Silica fume affect the impact
resistance of cement pastes. The following conclusions
may be drawn from the results of this study:
•The higher dosage of Silica fume is used in the
paste, the stronger the impact strength is.

Zengqi Zhang, B. Z., Peiyu Yan (2016). "Comparative
study of effect of raw and densified silica fume
in the paste, mortar and concrete." Construction
and Building Materials 105: 82 - 93.

•The Charpy impact instrument is useful for
determining the impact resistance or the energy
absorption capacity of brittle material like cement paste.
•This helpful result can be a good reference for
designing and construction of structures where energy
absorption capacity is particularly import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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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RP Sheet로 보강된 I형 PFRP 휨부재의 단면내 응력 분포와
휨성능 평가
Investigation of Sectional Stress Distribution and Flexural Capacity for
I Shape PFRP Flexural Member Retrofitted with CFRP Sheet
권 순 철* · 이 강 연** · 최 원 창***
· 김 선 희****
Gwon, Sun-Chul · Lee, Kang-Yeon · Choi, Won-Chnag · Kim, Sun-Hee
ABSTRACT
In this paper, four point bending tests were carried out to analyse flexural strengthening effect by CFRP (Carbon Fiber
Reinforced Polymer) layers for I shape PFRP (Pultruded Fiber Reinforced polymer) flexural member retrofitted with CFRP
sheet. Comparing load-displacement relation and sectional stress distribution, the flexural strengthening effect by the
number of CFRP layers was founded.
Key Words: Flexural strength, CFRP Sheet, Sectional Stress Distribution, Retrofit

1. 서 론
최근, CFRP Sheet (Carbon Fiber Reinforced Polymer
Sheet)로 보강된 RC보의 휨보강 효과는 CFRP Sheet의 보
강량과 비례하지 않는다는 연구결과가 다수 보고되고 있
다 (이원호 등, 2001, 김희선, 2012). 이 연구는 CFRP
Sheet 로 보강된 I형 PFRP (Pultruded Fiber Reinforced
polymer) 휨부재의 하중변위관계 및 단면 내부의 응력분
포를 평가하기 위해 4점 재하 휨실험을 실시하였다. 또
한, CFRP Sheet 보강량에 따른 I형 PFRP 휨부재의 하중변
위관계와 단면 내부의 응력분포를 분석하여 CFRP Sheet
보강량에 따른 I형 PFRP 휨부재의 휨성능을 분석하였다.

상·하부 플랜지에 CFRP Sheet를 부착하여 길이 600mm로
제작하였으며, CFRP Sheet는 1겹, 2겹, 3겹으로 하였다.
시편의 단면과 제원은 각각 Fig 2와 Table 2에 정리하였
다.

2. 역학정 성질

Fig. 2 Cross Section of Specimens
Table. 2 Designation of Specimens

I형 PFRP 휨부재는 펄트루젼 공정을 통해 제작하였다.
PFRP 및 CFRP Sheet의 인장강도시험은 각각 7개. 5개의
시편에 대해 수행하였다. 시험방법은 KS M ISO 527-4를
참고하였으며, 탄성계수는 ASTM D 3039를 참고하여 결정
하였다. 시험결과는 Table 1에 정리하였다.
Table 1. Mechanical Property of CFRP Sheet and
PFRP Member (Lee, 2012)
Area
Tensile
Elastic Modulus
(GPa)
(  ) Strength (MPa)
CFRP Sheet 26.49
2573.86
170.1
PFRP Member 242.87
481.38
33.28

Specimens
600 - 1
600 - 2
600 - 3

3.2 휨실험 결과
(1) 하중변위관계

3.1 실험체 제작

*
**
***
****

재하

CFRP Layer
1
2
3

4점 재하 휨실험은 1,000kN 용량의 UTM을 사용하여
수행하였다. 하중재하는 변위제어방식으로 하였으며 재하
속도는 1mm/min로 하였다. 실험체의 처짐은 실험체의 중
앙부에 설치된 wire gage를 통해 계측되었으며, 실험체
단면 내부의 응력분포를 계측하기 위해 부재의 중앙단면
에 위치한 웹과 상하플랜지에 부재의 길이방향으로 스트
레인게이지를 부착하였다.

3. 휨실험

4점

Length (mm)
600
600
600

휨실험의

실험체는

I형

PFRP

휨부재의

선행 연구결과에 의하면 CFRP Sheet의 layer가 3겹 이

학생회원․ 가천대학교 건축공학과 석사과정, E-mail: gwonsunchul@gmail.com - 발표자
정회원․ 한국시설안전공단 , E-mail: leeky@kistec.or.kr
정회원․ 가천대학교 공과대학 건축공학과 교수, E-mail: wchoi@gachon.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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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인 경우 RC 보와 CFRP Sheet 사이의 접착면이 조기에
파괴되어 휨 보강 효과는 오히려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러한 현상은 본 연구에서 수행한 실험에서도 동일
하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측정된 각 실험체의 파괴하
중과 처짐은 Table 3에 나타내고 하중변위곡선은 Fig 3
에 나타내었다.
Table 3. Results of 4-point Bending Tests
Description
600-1
Maximum Load (P, kN)
102.8
Displacement at failure( , mm) 2.2

600-2
245.9
4.1

600-3
219.5
2.8

Fig 4에서 실험체 600-3의 하부인장응력(LF-2)은 실험
체 600-2의 하부인장응력보다 크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Fig 3과 Fig 4를 비교해 보면 실험체 600-3의
처짐과 파괴하중은 실험체 600-2보다 작게 나타나고 있으
나, 하부인장응력은 실험체 600-3에서 더 크게 나타났음
을 알 수 있다.
실험체의 하부인장응력이 커지게 되면 접착재료에 작
용하는 응력 또한 커지게 된다. 이때, CFRP Sheet 부착에
사용된 접착재료의 강도는 CFRP Sheet의 layer와 상관없
이 일정하기 때문에 하부인장응력의 증가는 접착재료의
파단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실험체 600-3의 파괴하중과 처짐이 실험체 600-2의 파
괴하중과 처짐에 비해 작게 측정된 것은 상대적으로 큰
하부인장응력으로 인해 접착면의 파단이 먼저 발생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CFRP Sheet로 보강된 I형 PFRP 휨부재
의 4점 재하 실험을 수행하였으며, 아래와 같은 결론을
얻었다.

Fig. 3 Load-Displacement Relationship
Fig 4에서 CFRP Sheet의 보강겹수와 I형 PFRP 휨부재의
강성은 함께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실험체 600-3의 파괴
하중과 변위는 600-2 실험체에 비해 각각 26.4kN, 2.8mm
낮게 나타났다.
(2) 단면 내부의 응력분포
단면 내부의 응력분포를 확인하기 위해 FRP 단면에
Strain gage를 부착하여 실험한 결과와 실험체 파괴 시
중앙단면 내부의 응력분포 상태는 각각 Table 4와 Fig 4
에 나타내었다.
Table 4. Sectional Stress Distribution (Ultimate)
Description
UF-1
UF-2
W-1
Stress
W-2
(  ,MPa)
W-3
LF-1
LF-2

600-1
-22.35
-19.95
-12.02
2.79
10.5
3.16
206.66

600-2
-116.53
-32.73
-37.71
0.61
8.41
51.52
113.2

600-3
-125.56
-21.86
-28.84
-2.16
12.9
2.61
259.69

1. I형 PFRP 휨부재의 휨 보강효과는 CFRP Sheet의 Layer
를 2겹으로 하였을 때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2. CFRP Sheet의 Layer가 증가함에 따라 실험체의 강성은
함께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600-3 실험체의 파
괴시 처짐과 하중은 600-2 실험체보다 작게 나타났다.
3. 단면내부의 하부인장응력 증가는 접착재료에 작용하는
응력을 증가시켜 접착재료에서의 파단을 유발할 수 있
기 때문에 CFRP Sheet의 Layer를 3겹 이상으로 하여
I형 PFRP 휨부재를 보강할 경우 접착면의 파단으로 인
해 휨 강도는 오히려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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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단면을 갖는 복합신소재 판의 진동해석
Vibration Analysis of Advanced Composite Material Plates with
Variable Cross Section
한 봉 구* · 장 재 창**
Han, Bong-Koo · Jang, Jae-Chang
ABSTRACT
In this paper, the result of application of this simple method of vibration analysis developed by the author, to the
special orthotropic plates with variable cross-section, and with a pair of opposite edges simple supported and the other
pair of opposite edges free is presented. This problem represents the simple-supported single span bridge system without
effective longitudinal edge beams. The effect of concentrated point mass/masses is also studied.
Key Words: smple method, advanced composite material, variable cross section, specially orthotropic plates
special orthotropic plates can be applied. and simple
formulas developed by the author can be used [1,2].

1. Introduction
The reinforced concrete can be assumed as a special

2. Method of Analysis

orthotropic plate, as a close approximation. The highway
free

Vibration of a structure is a harmonic motion

boundaries. Sometimes, the pair of edges perpendicular to

and the amplitude may contain a part expressed by

the traffic direction may be subject to the axial forces,

a trigonometric function. Considering only the first

even though this problem is treated in other papers.

mode as a start, the deflection shape of a structural

slab

is

supported

on

elastic

foundation,

with

Several materials should be tested to find out the best

member can be expressed as

type of pavement materials for future bridge decks,
especially advanced composite bridge decks.
Such

plates

are

subject

to

the

w 

    sin

(1)

concentrated

where W : maximum amplitude

mass/masses in the form of traffic loads, or the test
equipment such as accelerator in addition to their own
masses. Such plates are subject to the concentrated
mass/masses in the form of traffic loads, or the test

frequency of vibration t : time
The magnitudes of the maximum deflection at a
certain number of points are arbitrarily given as

equipment such as accelerator in addition to their own

    

masses.
Most of the civil and architectural structures are
large in sizes and the number of laminae is large, even
though the thickness to length ratio is small enough to
allow it to neglect the transverse shear deformation effect

ω : circular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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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stress analysis. For such plates, there are enough
number of fiber orientations for which theories for

    mij  ij     wi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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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The “new” deflection caused by this force is a
function of  and can be expressed as
wij    fmkl ij     wkl  
kl



∆ijklmklij 

  

 wkl 

(4)

where △ is the deflection influence surface. The
relative (maximum) deflections at each point under
consideration of a structural member under
resonance condition, wij   and wij   , have to
remain unchanged and the following condition has
to be held :
wij   wij    

Fig. 2 Location of concentrated mass, (i, j)
Each part may be one of the following three section
types.
Type 1 : °°° h = 9t = 0.045m
Type 2 :°°°°° h = 11t = 0.055m
Type 3 :°°°°°°

(5)

h = 13t = 0.065m

For convenience, SECTION 123 means

From this equation,   at each point of (i,j)
can be obtained, but they are not equal in most
cases. Since the natural frequency of a structural
member has to be equal at all points of the
member, i.e.,  should be equal for all (i,j), this
step is repeated until sufficient equal magnitude of
 is obtained at all (i,j) points.

SECTION Ⅰ: TYPE 1
SECTION Ⅱ: TYPE 2
SECTION Ⅲ: TYPE 3
The

method

used

in

this

paper

requires

the

deflection influence surfaces. Since no reliable analytical
method is available for the subject problem, the finite
difference method (F.D.M.) is applied to the governing
equation of the special orthotropic plates.

3. Numerical Examination
The material properties used are ;

In finite difference form, the fourth single derivative
terms

in

the

biharmonic

equation

of

the

special

orthotropic plate action require at least five pivotal points

  GPa ,   GPa ,   GPa
     

The thickness of a ply, t=0.005m, and the plate
aspect ratio c=a(x)/b(y)=(1m)/(1m)=1. The
cross-section of the plate is as shown in Fig 1.

for errors of order

Δ 2 . Hence, it is desirable to

transform the fourth-order partial differential equation into
three second-order partial differential equations with three
dependent

variables,

namely

w,

Mx,

and

My,

by

considering the equilibrium of a segment of the plate[5].
If F.D.M. is applied to these equations, the resulting
matrix equation is very large in sizes, but the tridiagonal
matrix calculation scheme used is very efficient to solve
such equations.
Since one of the few efficient analytical solutions of
the special orthotropic plate is Navier solution, and this
is good for the case of the four edges simple supported,
F.D.M. is used to solve this problem and the result is
compared with the Navier solution. The aspect ratio used

Fig. 1

Cross-section of the plate

is 1m/1m=1. The mesh size is Δx=0.1, Δy=0.1. The
accuracy of the F.D.M. solution is justified by comparing
two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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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ives the circular frequencies obtained by the

simple to use but extremely accurate. The boundary

presented method given as Simple Method for plates with

condition can be arbitrary. Both stiffness and mass of the

various section.

element can be variable. One can use any method to
obtain the deflection influence coefficients. The accuracy
of the solution is dependent on only that of the influence

Table 1. ω n․ 9tρ Obtained by Simple Method.

coefficients.
PART

TYPE

SECTION
Ⅰ
Ⅱ
1
1
1
1
1
1
1
1
1
1

1
1
1
2
2
2
3
3
3
2

Ⅲ
1
2
3
1
2
3
1
2
3
1

One

should

recall

that

obtaining

the

Simple Method

deflection influence coefficients is the first step in design

6919.263
6844.230
7336.842
6844.974
6759.013
7315.868
7485.102
7470.046
8630.739
8009.542

and analysis of a structure. The merit of the presented
method is that it uses such influence coefficient values,
used already for calculating deflection, slope, moment
and shear to obtain the natural frequency of the structure.
The accuracy of the natural frequency is proportional to
that of the inverse of the square root of the deflection.
When the plate has concentrated mass or masses, one
can simply add these masses to the plate mass and use

In order to obtain the natural frequency by the
presented method, the first step to take is to obtain the

the same deflection influence surfaces to obtain the
natural frequency.

deflection influence surfaces. In design and analysis of

This method is applied to the special orthotropic

any structure, the first step to be taken is to obtain this

plate with variable cross section, and with two opposite

deflection influence surfaces. Any method can be used

edges simply supported and with the other opposite two

for this purpose. Then using these surfaces, deflections,

edges free. Such plate is the case of the most of the

slopes, moments, shears, and natural frequencies can be

simply supported bridges. The effect of variable thickness

obtained by differentiating either the continuous function

of the plate, and the amount and the location of the

or descrete function defined at certain points. The merit

concentrated mass, on the natural frequency is given in

of the presented method is that the natural frequency can

tables to give a guideline to the design engineers.

be obtained by the deflection influence surfaces obtaining
which is the first step in structural analysis. As a
numerical illustration, the case of four axle loads (Fig. 3)
 .
is presented. The natural frequency is 7433.498/ 

Fig. 3

Location of four concentrated loads.

4. Conclusion
In this paper, the simple and accurate method of
vibration analysis developed. The presented method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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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lded Plate 이론을 이용한 간단한 해석 방법
Simple Method of Analysis by using Folded Plate Theory
한 봉 구* · 김 동 우**
Han, Bong-Koo · Kim, Dong-Woo
ABSTRACT
Almost all buildings and infrastructures made of advanced composite materials are fabricated without proper design. Unlike airplanes or
automobiles, prototype test is impossible. One cannot destroy 10 story buildings or 100-meter long span bridges. People try to build
100-story buildings or several thousand meter long span bridges. In order to realize "composites in construction", the following subjects
must be studied in detail, for his design. Simple method of analysis, Folded plate theory, Size effects in failure, and Critical natural
frequency. Unlike the design procedure with conventional materials, his design should include material design, selection of manufacturing
methods, and quality control methods, in addition to the fabrication method. In this paper, folded plate theory are presented for practicing
engineers.
Key Words: advanced composite materials, vibration analysis, folded plate theory

1.

Introduction

2. Folded Plate Theory

The educational background of the majority of
the construction engineers is the bachelor's degree.
Even the engineers with higher degrees of
education have very much difficulty in design and
analysis, with acceptable accuracy, of buildings and
infrastructures
made
of,
even,
conventional
materials. Buildings and bridges by the reinforced
concrete/steel are three dimentional structures made
of composite materials, such as cement, steel bars,
etc
However, the engineers can design and analyze
such structures by considering them made of one
dimensional beams/columns. But, they are protected
by codes and specifications. Almost all building and
infrastructures made of composite materials are
fabricated without proper design. Unlike airplane or
automobile parts, prototype test is impossible. One
cannot destroy 10 story buildings or 100-meter long
bridges. People try to build 100-story buildings or
several thousand meter long bridges. In this paper,
two subjects out of several other subjects, namely,
concept optimization and folded plate theory are
briefly explained.

Modern materials engineering has produced
numerous new structural materials, and the science of
mathematical calculation and others related with
structural analysis, and construction have reached near
its zenith. It is necessary to develop or to redefine the
new concept (or concepts) suitable for new materials.
The authors wished to call this the fifth basic concept of
structures. One calls it an advanced composite when
controlled placement of reinforcements with optimum
shape, amount, and direction, according to "accurate"
analysis result, is made. This indicates that a composite
material must be treated as a structure.
It is true that the composites in the past were used
mostly for low volume, high performance applications
with little consideration on cost. With present cost of
some materials and manufacturing methods, design
plays a vital role on cost of the product. Even with
conventional materials, design method can bring the
construction cost down profoundly.
Very large portion of civil structures can be analyzed
by considering them as frameworks of one-dimensional
elements. Composite materials are, generally, strong in
tension. When an element is designed based on ten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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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ad, it will have thin section, which is weak against any
loading type other than in-plane on-axis tension load.
This requires the section modulus increase by means of
employing thin walled sections. The thin panels of such
section are weak against the loads normal to these
panels. The longitudinal stringers are added between
transverse diaphragms to take care of such loads. The
diaphragms transmit the loads from stringers to the
walls of the beams by means of in-plane shear.
Even when the frames are analyzed as one
dimensional beams and columns, these one dimensional
elements are three dimensional structures made of thin
walls, which are called as folded plates(shells). Thus,
the analysis of structures made of composite materials,
becomes that of folded plates, both prismatic or
non-prismatic.

to both adjoining plates.
When n is at an upper fold line :
     sin     cos  ,
     cos     sin  ,
       sin       cos   ,
      cos       sin   ,
     sin      cos  ,
    cos      sin  ,
       sin        cos   ,
      cos        sin   ,

(1)
The types of joint compatibility and joint
equilibrium conditions depend on which dependent
variables are chosen. If the transverse bending
moment,
  , and the three displacement
components, u , ν and w , are taken as unknowns,
it is necessary to satisfy the slope compatibility
condition and the three force equilibrium conditions
at each fold as follows.
        ,
        ,
          ,

(2)

        ,

where          
Since these 'force' expressions are to be written
in terms of displacements, the compatibility
condition are automatically satisfied. At each fold
line, these conditions must be satisfied when the
governing differential equations are integrated. For
anisotropic materials three force equilibrium
equations
in
terms
of
three
displacement

Fig. 1 Typical bridge or building frame

components, u , ν, w , when the transverse sheers
deformations are negligible, are as follows.
 
 
 



 
 
 
        
  





     
 



Fig. 2 Typical Prismatic Folded Plate Sections

The joint forces and displacements at the n th
fold line can be transformed to a system comm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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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re A ij , B

ij

and D

ij

(5)

Fig. 5. In-Plane stress distribution

are stiffnesses.

4. CONCLUSION

3. Numerical Example
As an example. the structure in Fig. 3 is
considered.

Unlike airplane or automobile parts, prototype
tests for buildings and bridges are impossible.
Nevertheless, almost all buildings/infrastructures
made of composite materials are fabricated without
proper design. Design/analysis of such structure is
simply too difficult for most of the engineers.
In this paper, folded plate theory are briefly
explained in order to help engineers to design safe
and sound, and yet, economical structures.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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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보 강성에 따른 모듈러 플레이트 I-거더의 횡비틀림 좌굴강도에 관한
변수해석
Parametric Study on Lateral Torsional Buckling of Modular Steel
I-Girders with Crossbeams
최 병 호* · Arriane Nicole Andico** · 곽 재 영*** · 박 찬 희****
Choi, Byung-Ho · Andico, Arriane Nicole · Kwak, Jae-Young · Park, Chan-Hee
ABSTRACT
Beam bracing is applied to prevent the relative displacement of the top and bottom flanges or to effectively control the
twisting of the section, and the lateral stability of the beams are provided by lateral bracing, torsional bracing or a
combination of both. Modular steel I-girders are laterally interconnected by torsional bracings that are installed to increase
the resistance to lateral torsional buckling. In this paper, numerical parametric study was carried out by varying the
crossbeam web height to examine the effects of the web torsional stiffness. Three-dimensional finite-element analysis
using the commercial finite element software ABAQUS was obtained for the parametric numerical analyses of a series of
feasible two-girder models, and the failure mode, lateral-torsional buckling strength and the moment-displacement behavior
of the main girders was determined.
Key Words: Buckling, Girder, Bracing, Diaphragm, Crossbeam, Lateral-torsional buckling, Web stiffener

1. Introduction
The modular plate girder is a plate girder of module
system that is constructed by readily assembling the
girder modules using a crossbeam (torsional bracing)
connection module (Fig. 1). Modular plate girder is
featured to be an easy design and fast to construct. In
addition, crossbeam were recently introduced and are
preferred for the lateral bracing because of their ease of
construction and greater resistance to fatigue failure at
the connections (SSRC, 1998). This type of bracing
provides torsional stiffness that enables the main girders
to effectively resist lateral-torsional buckling (LTB) (Choi
et al., 2014). Furthermore, it has not shown any
uncertainty in the long-term behavior of prestressed
concrete. The stability of the modular plate girder is
checked during construction and the feasible design target
is 35.0 m.
In this paper, the effect of the torsional bracings on
the LTB strength of the main girders have been
investigated by conducting parametric numerical analysis
according to the web height of the crossbeam.
Three-dimensional finite element model was developed
and used to simulate a two-girder models interconnected
by crossbeam-type torsional bracings. In addition, failure
mode and moment-displacement behavior of the main
girders were examined through finite element analysis.

Fig. 1 Modular Plate Girder

2. Numerical Analysis
The commercial finite element software ABAQUS was
used to simulate the steel I-girder with crossbeam models
and the four-node plate/shell element S4R5 was used.
The detailed section of this study is shown in Fig. 2,
and the sectional dimensions are presented in Table 1, in
which Case 01 is the prototype of modular plate girder.
Fig. 3 shows the finite element mesh and the boundary
condition of the model, while load distribution was
applied such that a couple of equal but opposite normal
forces was applied to the top and bottom flange of the
girder, that is, top flange of the main girder is in
compression while the bottom flange is in tension.
In addition, to evaluate the effects of the web tors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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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Sectional dimensions of the girder
Main Girder (mm)
Bottom
Model
Upper
Web
H
h
Lb
Case
Flange
Flange
wft
tc
D
tw
wfl
tt
Case 01-1 400
25 1500 12
480
47 1572 1536 7000

Upper
Flange
wuf
tuf
480
16

Crossbeam (mm)
Bottom
Web
Flange
D
t
wbf
tbf
496
12
480
16

db

S

512

3500

Case 01-2 400

25

1500

12

480

47

1572 1536 7000

480

16

1008

12

480

16

1024 3500

Case 02-1 340

17

1500

15

480

20

1537 1519 7000

300

11

494.5

10

300

11

505.5 3500

Case 02-2 340

17

1500

15

480

20

1537 1519 7000

300

11

1000

10

300

11

1011 3500

(a) Case 01-1

(b) Case 01-2

Fig. 2 Detailed section of the model
(c) Case 02-1
(d) Case 02-2
Fig. 4 Failure mode shapes of the analysis model
Table 2. Finite element analysis result
Diff
MFEM
Model Case
(kN-m)
(%)
Case 01-1
8147.14
1.87%
Case 01-2
8299.72
Case 02-1
3650.95
3.45%
Case 02-2
3777.03

MODE
WLB
WLB
LTB
LTB

4. Conclusion

Fig. 3 Finite element model
stiffness, a series of parametric numerical analysis were
conducted by varying the web height of the crossbeam
bracings.

3. Analysis Results
The buckling mode shape obtained from this numerical
analysis is shown in Fig. 4. As can be seen, the modular
plate girder buckle in local lateral torsional buckling. The
results of the finite element analysis is presented in
Table 2, where the moment capacity obtained from the
finite element analysis was compared according to the
web height of the crossbeam. The difference in strength
between Case 01 is 1.87% while 3.45% for Case 02.
Meanwhile, Fig. 5 shows the moment- displacement
behavior of the modular girders for both cases. The
results show the effect of the web height of the
crossbeam bracings to the lateral torsional buckling
strength and behavior of the modular girder.

This study has examined the effect of diaphragm-type
torsional bracings, which is a crossbeam-type, on the
flexural resistance of steel I-girders. Numerical analysis
were conducted varying the web height of the bracing to
determine the failure mode and lateral-torsional buckling
strength. The results show that there i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strength between the models when changing
the web height of the crossbeam. Thus, if the crossbeam
has sufficient moment of inertia about the main axis,
web height of the crossbeam does not matter for the
strength. Consequently, there is a need to figure out the
desirable method in designing the crossbeam. The result
of this paper can contribute on future study of the
required crossbeam stiffness to approppriately design the
stiffness and then to well secure the girder streng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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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ase 01

(b) Case 02
Fig. 5 Moment-displacement behavior of the modular
gi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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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을 이용한 수직형 면진장치의 진동저감성능 특성
Vibration mitigation characteristics of
a vertical seismic isolation bearing using engineering plastic
유 용* · 박 예 진** · 김 권 일*** · 최 상 현****
Yoo, Yong · Park, Yejin · Kim, Kwon-Il · Choi, Sanghyun
ABSTRACT
Since the 2010 year, an occurring number of grand scale earthquakes which above magnitude 5.0 have increased in the
world. Many types of research that deal with reducing the damage to the structure from a large-scale earthquake have
proceeded. A system which could mitigate strong vertical earthquake's acceleration might apply to structure, since big
earthquake cases that occurred lots of loss in Tokyo and Kobe of Japan. A plenty of bearings have installed to mitigate
vibration but many parts of these lack efficient ability what we want. In addition, former vertical isolation bearings to
apply for the structure have both price and size limits according to material characteristics. Therefore, this paper proposes
a new type of device that is made by utilized engineering plastic and improves hitherto used vertical isolation bearing's
fault.

Key Words: vertical seismic isolation bearing, vibration mitigation, engineering plastic, friction

1. 서 론
USGS에 따르면 2010년 이후, Table.1처럼 전 세계적으
로 규모 5 이상의 지진은 꾸준하게 다수 발생하고 있으
며, 이로 인해 유발 될 수 있는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줄
이기 위한 연구는 현재까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현재
국내외 교량, 건물, 그리고 구조물 등의 진동 제어에 적
용하고 있는 시스템으로는 LRB(Lead Rubber Bearing),
HDRB(High Damping Rubber Bearig) 등 고무의 진동 저감
성능을 이용한 면진장치와 UHMWPE(Ultra High Molecular
Weight PolyEthylene), PTFE 등의 소재를 마찰면에 적용
하여
에너지를
소산하는
FPB(Friction
Pendulum
Bearing), SIDB(Sliding Isolation Disk Bearing) 등의
마찰형 면진장치, AD(Air Damper), VD(Viscous Damper),
OD(Oil Damper), TMD(Tuned Mass Damper) 등 제진용 댐
퍼, 고무형 방진장치, 강재 스프링과 댐퍼를 조합한 조합
형 진동저감장치 등이 있다(Hwang, 2004; Lee et al.,
2006; Baek et al., 2011).

그러나 수직방향에 비하여 수평방향 가속도가 훨씬 큰
일반적인 지진과 달리, 1995년 일본 고베지역을 강타했던
한신·아와지 대지진과 같은 내륙 직하형 지진의 경우 수
직방향의 가속도가 수평방향 가속도와 비슷하거나 그 이
상의 크기를 가질 수 있어 강력한 수직방향 지진파에 의
한 진동을 경감할 수 있는 시스템의 적용도 필요할 수 있
다. 이러한 경각심에 대해서, 수직방향 진동을 제어하는
면진받침도 일부 적용하고 있으나, 이러한 받침들은 수평
강성이 약하며 고가의 댐퍼를 이용하므로 경제적이지 못
하다. 또한, 제작에 사용되는 재료들의 특성으로 인하여
대형구조물에 적용하는 받침으로는 적절하지 못하다는 단
점이 있다.
이 논문에서는, 앞서 언급된 기존 수직형 면진장치의
단점들을 개선한 새로운 형식의 장치를 제안하였으며, 실
험을 통해 장치의 진동저감성능 특성을 확인하였다.

2. 수직형 면진장치의 개요 및 실험
2.1 수직형 면진장치 개요

Table 1. Worldwide Earthquakes 2010-2016
Magnitude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8.0+

1

1

2

2

1

1

0

1

7–7.9

23

19

12

17

11

18

16

6

6–6.9

150

185

108

123

143

127

130

104

5–5.9

2,209 2,276 1,401 1,453 1,574 1,419 1,550 1,455

기존의 단점들을 보완한 면진장치는 Fig. 1 처럼 마찰
면에 PTFE(Poly Tetra Fluoro Ethylene) 재질의 불소수지
판 마찰재를 이용하여 수직방향의 진동을 감쇠시키고, 중
앙과 측면 스프링은 강재 스프링과 접시 스프링을 사용함
으로써 연직 하중에 대해 저항할 수 있는 구조로 구성되
어있다. 수평 및 수직하중의 하중 평형점인 측면 블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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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지니어링 플라스틱 계열의 재료를 사용하였다.
해당 수직형 면진장치는 구조물로부터 전달되는 연직
하중이 수직 및 수평방향으로 설치된 스프링으로 분산되
어 전달되므로 연직방향으로 발생하는 변위를 저감할 수
있다. 또한, 기존 스프링형 장치들 보다 낮은 높이로 동
일한 지지성능을 가질 수 있으므로 상부구조의 설계 및
시공에 용이하며, 중앙 기계식 스프링에 설치된 전단핀을
통해 수평하중으로 인한 전단력에 저항할 수 있다는 장점
이 있다.

       ′

(1)

여기서,  는 연직하중,  ′ 는 경사면의 반력, 그리
고  는 중앙스프링의 강성을 나타낸다.
경사면 내에서 수평 방향 분력의 평형식을 구성하면
다음과 같다.



     ′    ′ 



(2)

여기서,   tan  이고,  는 측면스프링의 강성,

 는 마찰계수, 그리고  는 연직방향의 변위이며 연직 변
위가 발생할 때 기울기에 의해 수평변위가 결정된다.
  
tan   tan              



Fig. 1 Vertical Seismic Isolation bearing

(3)

식(3)에 tan    와 tan    를 대입하여 정

2.2 수직형 면진장치 거동

리하면 식(4)와 같은 거동방정식 도출할 수 있다.

면진장치 상부에 하중  가 작용할 때, 마찰면에서 발
생하는 반력(   )과 분력(  ′ ), 중앙 스프링의 반력



(   ), 그리고 수평방향 접시스프링의 반력(   )은 Fig.
2와 같이 도식화할 수 있다. 또한, 경사면에서의 수평방
향 분력들의 평형상태를 백터로 나타내면 Fig. 3과 같으
며, 이러한 평형식을 이용하면 측면 블록과 상하 블록의
경사각을 조절함으로써 장치의 변위를 조절할 수 있으므
로 다양한 구조물에 대하여 용이하게 적용을 할 수 있다.



     
  ∓  



(4)

식(4)에서 ∓기호는 변위의 방향에 따라 마찰력 방향
의 전환을 의미하며, 아래와 같이 표현 할 수 있다.

- Downward

- Upward

    
     
   





(5)

    
      (6)
   





2.2 수직형 면진장치의 진동대 시험
수직형 지진격리 장치의 진동저감 성능을 확인하기 위
해 부산대학교에서 진동대 시험을 수행하였다. 진동대 시
험 전경은 Fig. 4과 같다. 본 시험을 위해 5개의 연직 지
진격리 장치와 진동대 시험에 사용될 12ton 중량의 콘크
리트 구조물을 설계 및 제작하였다.

Fig. 2 Theoretical Model of the Device

Fig. 3 Concept of the Behavior Equation on the Slope

진동 하중 재하 시, 중앙스프링과 수평방향 디스크 스
프링의 연직방향 반력은 외력과 힘의 평형을 이루므로 아
래와 같은 식(1)을 유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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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The Shaking Table Test
제작된 장치의 크기는 330mm× 230mm×340mm(B×L×H)

이며, 경사면의 기울기는 1.2로 연직방향 100mm 변위를
수용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다. 면진장치의 설계 제원으로
이력 변위 20mm에 대해 유효 강성(  )은 1,162 kN/mm이
며, 유효 주기(T)는 1.01초이다. 이력 변위에 따른 값은
Table. 2에 나타냈으며, 시험에 적용한 받침의 개수는 총
4개이다.
(a) Sine wave

Table 2. Property of Vertical Seismic Isolation bearing
이력변위

유효강성
(kN/mm)

유효주기
(sec)

Frequency
(Hz)

20 mm

1162

1.01

0.99

진동대 시험에 사용된 지진파는 정현파(Sine wave),
인공지진파, 그리고 실측 지진파이며, 각 종류에 따라 입
력 가속도의 크기를 달리하여 감쇠효과를 검토하였다. 응
답 데이터는 진동대와 콘크리트 구조물 상면에 가속도계
를 부착하여 획득하였다.

(c) EL Centro

(b) Artificial wave

(d) Kobe

Fig. 5 Analysis of the Shaking Table Test Result in
frequency domain.

3. 결 론

2.3 진동대 시험 결과
시험을 통해 계측한 구조물과 진동대의 가속도 데이터
는 Table. 3에 정리하였다, 여기서 응답비는 구조물의 가
속도 응답을 진동대 가속도 응답으로 나눈 값이다. 구조
형식에 따른 장치의 특성과 진동대에 입력된 지진하중의
특성에 따라 감쇠효과는 각각 다르게 나타남을 확인하였
다. 가장 감쇠효과가 큰 지진파는 HCNH이며, 약 89%의 저
감효과를 보였다.
Table 3. Acceleration Responses on Concrete Structure
and Shaking Table
진동대
구조물
응답비
가속도(g)
가속도(g)

본 논문에서는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을 사용하여 제작
한 수직형 면진장치의 진동저감 특성을 진동대 시험을 통
하여 확인하였다. 진동대 시험을 수행하기 위해 12ton 중
량의 콘크리트 구조물과 수직형 면진받침을 제작 및 적용
하였고, 다양한 입력지진 하중을 가하였을 때 구조물과
진동대의 가속도 응답을 측정하여 진동저감성능을 검토하
였다. 시험결과 인공지진 하중 조건에 대해서 가장 작은
약 37%의 저감효과를 보였으며, 평균적으로 약 50% 이상
의 감소효과를 나타내었다. 이와 같은 시험결과로 해당
수직형 면진장치는 연직방향 가속도 크기가 큰 지진 발생
시에 효과적으로 구조물의 피해를 줄일 것으로 사료된다.

sine(0.5g)

0.57

0.39

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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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시간이력으로 얻은 가속도 응답들을 푸리에 변
환(Fourier transform)하여 주파수 영역에서의 진동저감
특성을 분석하였다. Fig. 5은 몇 개의 입력 지진하중 케
이스에 대한 주파수 대역별 진동저감 효과 특성을 나타낸
그래프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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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변형 팬믹서를 활용한 건설재료의 내구성 평가
A Study on Durability Evaluation of Construction Materials Using
Variable Concrete Pan Mixer
김 서 연* · 오 정 호** · 유 현 우*** · Sharif MD Hossain****
Kim, Seo-Yeon · Oh, Jeong-Ho · Yu, Hyun-woo · Sharif MD Hossain
ABSTRACT
기존의 교면 포장이나 측구 시공에 적용한 건설재료들의 성능저하로 인해 유지보수비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장 실험을 통해 개질유황 콘크리트의 내구성을 평가하는데 있어 기존의 고정형 팬믹서와 건
비빔 시 자전속도 변환이 가능한 가변형 팬믹서를 이용하여 내구성 평가 시험으로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을 수
행하였다.

Key Words: 개질유황 콘크리트, 가변형 팬믹서, 압축강도

1. 서 론

2. 유황 콘트리트

기존의 교면 포장이나 측구 시공에 적용한 건설재료
들의 성능저하로 인해 유지보수비가 증대되고 있는 추세
이다. 이에 따라 건설재료로서 콘크리트의 내구성을 개선
한 개질유황 콘크리트가 많이 사용되고 있다. 과거 우리
나라에서는 원유의 정유공정에서 생성되는 부산물인 유황
을 중국이나 동남아시아에 판매해왔으나, 중동지역 국가
의 원유정제실시와 중국의 탈황시설 증가에 따라 잉여유
황이 발생하고 있다. 개질유황을 콘크리트에 적용하여 사
용하면 자원을 재활용하고 유황폐기물을 줄일 수 있어 유
용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내외에서 유황을 이용한 콘
크리트의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공급 과잉된
유황을 건설재료로 활용하기 위한 연구를 처음으로 시작
하였으며, 유황 40%와 모래 60%를 배합한 콘크리트의 강
도가 우수함을 검증하였다(Bacon, Davis, 1921). 유황 콘
크리트의 취성, 내수성을 개선한 개질유황을 결합재로 사
용하여 최적 배합을 도출하였으며 화학저항성, 염소이온
투과성 및 동결융해 시험을 통해 내구성의 우수함을 검증
하였다(윤재환, 2004). ‘기능성 개질유황 시멘트 콘크리
트 실용화 연구’를 통해 개질유황을 혼화재 개념으로 연
구하였다. 개질유황은 시멘트 중량 대비 5%가 배합비로
적정하며 압축강도의 저하가 발생하였으나 휨강도 증진과
내화학성 및 내구성이 보통 포틀랜드시멘트 콘크리트 대
비 우수함을 검증하였다(한국생산기술연구원, 2011). 본
연구에서는 현장 시험을 통해 개질유황 콘크리트의 내구
성을 평가하는데 있어, 기존의 고정형 팬믹서와 건비빔
시 속도 변환이 가능한 가변형 팬믹서를 이용하여 내구성
평가 시험으로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을 수행하였다.

일반 콘크리트(Portland Cement Concrete, PCC)는 골
재, 배합수, 시멘트로 구성되며 시멘트가 바인더 역할을
한다. 유황 콘크리트(Sulfur Concrete, SC)는 필러, 골
재, 유황으로 구성된다. 유황과 광물성 골재에 열을 가해
혼합제조 하여 고온의 용융상태에서 냉각되므로 강도 발
현성이 매우 빠르고 우수한 강도를 가진다. 적은 양의 유
황 투입으로 콘크리트의 내구성, 내화학성, 및 내염성이
증대되는 효과는 크지만 제작 과정에서 고온의 용융시설
및 공사장비가 요구되어 공사비 증대가 발생하고 120도
이상의 온도에서 용융되는 문제점 때문에 특수 목적을 제
외하고는 사용되지 못하고 있다. 개질유황 콘크리트
(Modified Sulfur Cement Concrete, MSCC)는 보통 포틀랜
드시멘트와 같이 시멘트와 물이 상온에서 반응하여 강도
를 발현하고, 120도 이상의 용융점을 60~80도로 저하시킨
개질유황을 골재의 코팅 목적으로 시멘트용 혼화재로 활
용하여 제작된 콘크리트이다. 개질유황은 골재를 코팅하
여 콘크리트의 동결융해 저항성 및 내화학성을 개선하는
역할을 한다.

* 한국교통대학교 철도시설공학과 석사과정, E-mail: seoyeon959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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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PCC, SC, MSCC의 비교

3. 시험 계획

Table 3. Modified Sulfur Concrete Mixed design
건비빔
단위재료량 (kg/m³)
(%)
자전
모터
굵은
유황함량
물 잔골재
시멘트 W/C
가동
골재
(C*%)
속도

3.1 시험 재료
1) 개질유황(MS)

100

시험에 사용된 개질유황은 DCPD(Dicyclopentadiene)와
유황을 반응시킨 뒤 개질을 위한 아민계 화합물과 중합
반응시켜 제조한다.

180

본 연구에서는 시험체 제작을 위해 1종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하였다.
3) 잔골재
아래 Table 1은 잔골재에 대한 품질 시험표이다.
Table 1. Fine Aggregate Quality
시험 종목
단위
표건밀도
1 밀도
g/cm³
절건밀도
2
흡수율
0.08mm 체
3
통과량
%
염화물 함유량

5

조립율

950

408

45

5

3.3 시험체 제작 및 시험방법

2) 시멘트

4

760

130

-

Test Table
시험방법 시험 결과
2.57
KS F
2.54
2504-`14
1.02
KS F
1.31
2511-`07
KS F
0.004
2515-`14
KS F
3
2507-`14

시험체 제작은 배합설계에 맞추어 잔골재와 굵은 골
재를 동시에 투입하고, 팬믹서를 이용하여 15초 동안 배
합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사전에 60℃이상의 온도에서 미
리 용해한 용융시킨 개질유황을 첨가량에 맞춰 골재에 첨
가하였으며, 약 2분 정도 건비빔을 실시하였다. 시멘트,
배합수, 혼화제를 투입한 후 90초 동안 팬믹서를 사용하
여 습비빔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콘크리트를 타설하
여 수중 양생을 실시하였다. 비빔속도에 따른 성능개선효
과를 확인하기 위해 가변형 팬믹서를 사용하였으며, 건비
빔에서의 장비 가동속도를 습비빔에서의 장비 가동속도보
다 130% 증가시켜 공시체를 제작하였다. 공시체는 모두
동일한 아크릴로 제작된 거푸집을 사용하였으며, 모든 배
합에서 목표 슬럼프는 120mm로 동일하게 설정하였다.
100x200mm의 시험체를 재령에 따른 변수 당 3개씩 제작하
였다. 아래 Fig. 2는 개질유황 콘크리트의 공시체 제작
모습이다.

4) 굵은 골재
굵은 골재는 최대 직경 13mm를 사용하였으며, Table
2는 굵은 골재에 대한 품질 시험표이다.

Fig. 2. Preparation of specimen
3.4 압축강도 시험

Table 2. Coarse Aggregate Quality Test Table
시험 종목
단위
시험방법 시험 결과
표건밀도
2.61
1 밀도
g/cm³
KS F
절건밀도
2.59
2504-`14
2
흡수율
0.81
0.08mm 체
KS F
0.37
3
통과량
%
2511-`07
KS F
4
마모감량
22.7
2508-`07
KS F
5
조립율
6.29
2507-`14

본 연구는 개질유황 콘크리트의 내구성 평가를 위해
KS F 2405에 준한 압축강도 시험을 실시하였으며, 공시체
에 충격을 주지 않도록 하중 재하 속도를 매초
(0.6±0.4) MPa이 되도록 하여 시험을 진행하였다.

(a) Fixed type

(b) Variable type

3.2 배합설계
본 실험에서는 시멘트 중량 대비 5%의 개질유황 첨가
량과, 45%의 물-시멘트비에 건비빔 자전 모터 가동속도를
변수로 고려하여 시료를 배합하였다. 아래 Table 3은 개
질유황 콘크리트 배합 설계표이다.
Fig. 3. Compressive strength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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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압축강도 실험결과

5. 결론

본 논문에서는 건비빔 시 팬 믹서의 자전 모터 가동
속도를 변수로 하여 유황함량 5%, 물-시멘트비 45% 배합
시에 대한 재령 7, 14, 28일에 대한 개질유황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을 실시하였으며, 3개의 시료의 평균값을
이용하였다. Table 3은 기존의 고정형 팬 믹서에 대한 결
과이다. 재령 7일 강도가 40.2, 39.52, 36.64Mpa로 14일,
28일 강도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Table 4는 기존 속도를
1.3배 만큼 증가시킨 가변형 팬 믹서에 대한 결과로 재령
7일 강도가 42.11, 40.87, 40.46Mpa로 고정형 팬 믹서를
사용했을 때와 같이 7일 강도가 가장 큰 경향을 보였다.
이후 14,28일 재령의 시험 결과 가동속도 고정형과 가변
형 모두 어느 정도 수렴되는 모습을 보였다. Fig. 4은 재
령에 따른 고정형과 가변형 팬믹서를 이용한 압축강도의
평균값을 나타낸다. 실험 결과 고정형 팬 믹서를 이용한
개질유황 콘크리트 보다 가변형 팬 믹서를 이용한 개질유
황 콘크리트가 더 강한 강도를 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
다.

압축강도 시험 결과 고정형 팬 믹서를 이용한 개질유
황 콘크리트 보다 가변형 팬 믹서를 이용한 개질유황 콘
크리트가 더 강한 강도를 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콘크리트는 일반적으로 재령 일수가 증가할수록 강
도가 높게 발현되지만 시험결과 재령 7일 강도가 재령
14,28일 강도보다 크게 나온 것을 바탕으로 조강성 재료
로 판단된다. 팬믹서의 가동속도에 따른 성능 개선 효과
를 보기 위해서 보다 더 많은 시험이 필요하다고 여겨진
다. 본 연구를 통해 가변형 팬믹서가 기존의 것보다 효과
가 있다는 것을 알았음으로, 추후 가변형 팬믹서를 이용
하여 속도 변화를 주며 시멘트 중량 대비 유황첨가량(0,
3, 5, 7%)과 물-시멘트비(45, 50, 55%)에 따른 강도 시험
을 추가적으로 진행하겠다.

Table 3. Concrete compressive strength by fixed type fan
mixer
재령(일)
A
B
C
7
315.8
310.4
287.8
하중(KN)
14
274.05
274.2
277.65
28
275.25
277.25
281.15
7
40.2
39.52
36.64
강도(Mpa)
14
34.24
34.25
34.69
28
34.39
34.64
35.12
Table 4. Concrete compressive strength by variable fan
mixer
재령(일)
A
B
C
7
330.8
321
317.8
하중(KN)
14
278.5
311.95
299.9
28
293.75
314.6
312.1
7
42.11
40.87
40.46
강도(Mpa)
14
34.79
38.97
37.46
28
36.7
39.3
3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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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재료 패널로 구성된 전단벽체의 반복거동 실험적 평가
Experimental Evaluation on Cyclic Behavior of Shear Wall
Composed of Composite Wood Panels
나 환 선* · 이 현 주**· 김 상 봉*** ·이 도 형****
Nah, Hwan-Seon · Lee, Hyeon-Ju · Kim, Sang-Bong · Lee, Do-Hyung
ABSTRACT
Structural insulated panels, structurally performed panels consisting of a plastic insulation bonded between two structural
panel facings, are one of emerging products with a viewpoint of its energy and construction efficiencies. Of the SIPs,
Cyclic test was conducted by two kinds of specimens: single panel and double panels. Cyclic test results, which were
equivalent to static test results, showed that
maximum load was 45.42kN, allowable shear load was 6.3kN/m.
Furthermore the accumulated energy dissipation capability for double panels was as 2.3 times as that for single panel.
From performance of structural tests, the allowable shear load for panels was suggested to be at least 6.1kN/m.

1. 서 론
구조용단열패널(Structural Insulated Panels, 이하
SIP)은 SIP는 목질판과 단열재를 결합하여 만든 부재로서
에너지저감을 위한 열관류율과 기밀성이 우수하고, 콘크
리트 또는 강재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친환경적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관련 구조기술 기준도 없을 뿐 아니라
또는 설계, 시공법에 대한 표준도 수립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SIP를 이용한 1차 연구와, 개
구부를 갖는 SIP의 축하중, 휨, 전단내력을 평가하고자
하였으며, 본 논문에서는 1차연구 결과만을 포함한다. 전
통적인 목구조 전단벽체의 횡력저항에 관련된 기술문헌은
많이 알려져 있지만, 이 연구에서 제안한 SIP로 구성된
패널로 제작구성된 전단벽체의 동적거동 기술자료는 국내
는 전무하다. 국외의 경우 미국, 캐나다를 비롯한 몇몇
연구기관과 관련연구자들이 동적거동 특성을 위한 시험방
법 및 연구결과를 발표했지만 논문편수는 아주 미미했다.
이 연구에서는 선정된 패널을 제작하고 관련 실험을
수행하기 위한 정적가력, 동적가력을 위해 몇가지 시험방
법중에서 본 실험실 환경에 적합한 시험방법을 결정하였
다. 전단벽체로 구성된 복합패널에 대한 반복가력시험을
수행하고 최대하중, 허용하중, 허용전단강도, 전단강성을
도출하고 적절한 설계기준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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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1 Cyclic Test Protocol
2.2 시험체 구성
시험체 구성은 Table 1, Fig.2와 같이 정적가력시험체
를 기본으로 실제벽체에서 나올 수 있는 벽체형식을 고려
하여 6개의 시험체로 구성 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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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Fig. 2 Manufacture of Specimen

* 정회원․ 한국전력공사 전력연구원, 책임연구원, 공학박사, E-mail: hsnah_kepri@kepco.co.kr - 발표자
** 정회원․ 한국전력공사 전력연구원, 선임연구원
*** 정회원․ 한국전력공사 전력연구원, 일반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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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체는 반복가력을 위해 Instron에서 제작된 10톤 유
압가력기를 이용하였고, 시험체의 고정을 위해 몇 종류의
지그를 제작하고 횡변위와 수직변위를 위해 시험체 상부
끝과 시험체 하부 양단에 각각 LVDT를 부착하고 데이터
를 20∼64개/sec. 속도로 취득하였다. 시험체 설치광경은
Fig. 3과 같다.

3.2 시험체(SIPC-D) 에너지소산능력
3개의 시험체의 시험종료 변위제어주기 단계가 각각
달라서 누적에너지 소산능력에 대한 편차가 크게 나타났
다. 시험체(SIPC-D-1)의 누적에너지량을 100%으로 기준했
을 때, 시험체(SIPC-D-2)와 시험체(SIPC-D-3)의 누적 에
너지량은 각각 62%, 38%으로 분석되었으며 비교 그래프는
Fig.4와 같다.

Fig. 4 Accumulated Dissipation Energy
(SIPC-D)

Fig.3 Test Setup
Table 1. Specimens for Cyclic Test
크기
시험체명
SIP 구성
(W×H×T)
SIPC-D-1 목재판재(두께11㎜)
SIPC-D-2 + 단열재(두께140㎜)
SIPC-D-3 + 목재판재(두께11㎜)

수량

2,400×
2,400×
162

1
1
1

시험체별로 단일패널을 병렬로 2개로 구성할 때 패널
과 패널사이를 고정용 나사못이 탈락하거나 변형되었고,
때때로 패널하부를 고정하는 나사못이 횡변위가 커지면서
탈락하면서 각각의 시험진행중 하중 전달메카니즘이 비정
상적으로 발생하였고, 이러한 현상 때문에 평균 허용전단
하중으로부터 최대, 최소값의 편차가 0.68kN/m 로 크지
않았지만 각 시험체의 누적에너지 소산능력에서는 크게
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3. 반복가력 시험결과 분석
3.1 시험체(SIPC-D) 분석 결과
반복가력 시험체(SIPC-D)의 시험결과 최대하중이 최소
하중값보다 1∼6 kN 크게 분석되었으며, 시험체
(SIPS-D-3) 의 경우는 다른 시험체에 비해 최대하중과 변
위가 20% 차이가 발생했으며 종합결과는 Table 3과 같다.
Table 2. Synthetic Result for Specimen
최대
최소
변위
하중
하중 변위
(kN)
(kN) (㎜)
(㎜)
SIPS-D-1 +45.54 +48.84 -42.92 -48.84
시험체명

허용 허용전
하중 단강도
(kN) (kN/m)
15.18

6.33

SIPS-D-2 +50.26 +43.95 -42.10 -43.95 16.75

6.98

SIPS-D-3 +40.46 +29.30 -39.36 -29.30 13.49

5.62

평균

+45.42

-

-41.46

-

15.14

6.30

반복가력시험결과에 따르면, 폭 1.2m 단일전단벽체 대
비 폭 2.4m(1.2m+1.2m) 이중전단벽체의 최대하중, 최소하
중은 1.6배에 해당한다.
반복가력 면내전단시험결과 최대하중을 기준으로 설계
허용하중은 1/3로 산정하고 있다(He, 1999). 따라서 허용
하중은 평균 15.14kN, 평균 허용전단강도는 6.3 kN/m 로
분석되었다.

친환경 저에너지 주택의 공사비 저감형 모델중 하나
로 선택된 SIP에 대한 반복가력 구조성능평가 시험을 수
행하였다. 본 시험에 적용된 구조용단열패널은 두께 162
㎜, 가로, 세로는 2.4×2.4m로 기본규격으로 설정하고,
ASTM E72와 KS F2273 방법을 조합하여 전단벽체가 갖는
면내전단저항성을 위한 정적가력시험과 CUREE 유사정적
반복가력 절차에 따른 동적거동 특성 시험을 수행하고 그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폭 2.4m, 높이 2.4m 시험체로 구성된 반복가력 면내전
단 성능평가 결과, 단위패널을 병렬로 연결한 시험체
(SIPC-D)에서 평균 최대하중 45.42kN이며, 허용하중은
15.14 kN이다. 이 시험체들의 평균 전단강도는 6.3 kN/m
으로 정적가력시험결과인 6.1 kN/m을 상회하였다.
또한, 누적에너지소산능력에서는 38%~100%으로 그 편
차가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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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의 기계적이음 방법에 따른 연성평가
Evaluation on ductility subjected
to mechanical splicing methods of reinforcing bars
나 환 선* · 박 동 수** 김 상 봉***
Nah, Hwan-Seon · Park, Dong-Su · Kim, Sang-Bong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focused on evaluating the flexural behavior of concrete beam, which are arranged
by mechanically spliced reinforcing bar. To compare the existent lapping method with newly registered
splicing method, four cases of concrete beam are tested to be failed flexurally by monotonic loading. Based on
test results, ductility of specimen mechanically all spliced by parallel threaded coupler is approximately 4
times greater than those of other specimens.
Key Words: Mechanical Splicing Method, Reinforcing bar, Evaluation

2. 실 험

1. 서 론
원전 구조물의 경우, 철근의 기계적 이음은 ACI, ASME
기준을 근간으로 전력산업기술기준(KEPIC)에 따라 설계,
시공되고 있으며, 철근 배근에 따른 구조적 성능평가가
기존 설계 조건을 상회하지 않는 한, 그 기술을 현장 적
용하기까지에는 기술적인 성능 검증과 해석, 그리고 실
적용에 필요한 품질 요건을 모두 만족시켜야 하는 다소
복잡한 과정을 거쳐 설계 시공된다. 위 과정의 일환으로
철근의 이음형식에 따른 구조부재 거동특성을 실험적으로
비교해 보기로 하였다. 철근 기계적 이음방법은 기존의
철근 겹 이음 방법에 비해, 철근 선조립 공법을 용이하게
수행하면서 시공성과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
점을 갖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원전 적용 주철근의 평가
에 선행하여, 상하부에 각각 22mm 주 철근을 매입한 콘
크리트 단순보 실험체를 그 대상으로 하였다.

2.1 실험체 설계
본 실험에서는 실험실의 가력틀과 유압가력기의 재하조
건을 고려하여 단면 350×500㎜ 순 길이 3000mm의 콘크리
트 보 실험체를 설계하였으며 매입 철근의 경우에는 직경
22 mm인 KS규격 HD22을 사용하였고, 전단 보강근은 HD16
을 사용하였다. 보 휨 실험체는 표 1과 같이 압축과 인장
부의 주 철근으로 HD22 철근을 사용하였으며, 보의 전단
파괴를 방지하고 휨 인장파괴가 유도되도록 설계하였다.
실험변수는 각각 겹 이음 철근 , 겹 이음 2개소, 기계적
이음 1개소인 경우, 겹 이음 1개소, 기계적 이음 2개소인
경우, 기계적 이음으로만 이음한 경우로 구분하여 설계
제작하였다.

Table 1. Specimens
실험체 번호

철근 이음형식별

단면크기
( mm )

D22LSP3

겹 이음 3개소 콘크리트 보

350×500

D22LSP2PT1
D22LSP1PT2
D22PT3A

겹이음 2 개소 기계적 이음 1 개소
혼합 콘크리트 보
겹이음 1 개소 기계적이음 2 개소 혼합
콘크리트 보
기계적 이음 3개소
콘크리트 보

350×500
350×500
35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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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부 철근
하부 철근
3-HD22
3-HD22
3-HD22
3-HD22
3-HD22
3-HD22
3-HD22
3-HD22

전단보강 철근
HD16@200
HD16@200
HD16@200
HD16@200

2.2 재하방법
가력방법은 단순 보 중앙부에서 일 방향으로 정적가력
을 수행하였으며, 단계별 가력하중은 하중 제어단계로서
최초 5 tf으로 시작하여 49 kN(5 tf) 단위로 하중을 증가
시키며, 균열은 98 kN(10 tf) 단위로 측정하였다. 항복점
을 392 kN(40 tf)에서 490 kN(50 tf)사이로 예상하고 5 tf
단위로 가력을 한 후 철근에 항복이 발생하면 10 mm단위
로 변위 제어를 하였다. 하중제어법의 가력속도는 두 단
계로 나누었으며 초기 98 kN까지는 19.6 kN/100 sec, 98
kN 이후에는 49 kN/100 sec로 가력을 하였다. 변위제어법
의 가력속도는 20 mm/100 sec로 하였다.

고, 가력하중 196 kN(20 tf)에서 균열의 길이는 보 춤의
4/5에 이를만큼 균열이 진전되었다. 343 kN(35 tf)에서는
가력점 방향으로 횡 방향 균열이 추가되는 현상을 보였
고, 철근의 항복은 373 kN(38.1 tf)에서 계측되었다. 최대
내력은 402 kN(41 tf), 최대변위(Δmax)는 46.2 ㎜로 나타
났다. 겹 이음만으로 구성된 철근 실험체와는 달리 기계
적 이음부를 갖는 철근의 영향 떄문에 소성영역에서 내력
감소는 서서히 진행되었고, 부재력을 상실할 때까지 소성
구간에서의 변위는 169 ㎜까지 계측되었다. 철근항복시의
변위(Δy)는 23.4 ㎜였다. 소성영역에서의 연성μ = Δ
max/Δy= 46.2/23.4 =1.9로 겹 이음으로만 구성한 철근 실
험체보다 오히려 작은 값을 나타냈다.

3. 결과분석
3.1 철근 겹 이음 3개 실험체(D22SLSP3)
가력하중 10톤 무렵에서 초기균열이 발생하였고, 최대
내력은 402 kN(41 tf), 소성영역에서의 최대변위(Δmax)는
47.4 ㎜로 기록되었다. 철근 겹 이음만으로 구성된 콘크
리트 실험체의 하중-변위곡선은 Fig.1과 같다.
Fig. 2

D22SLSP2PT1 Load-Displacement

3.3 실험체 (D22SLSP1PT2) 결과분석

Fig. 1 D22SLSP3 Load-Displacement
주 철근의 최초 항복하중은 368 kN(37.5 tf)이며, 철근
항복시의 변위(Δy)는 14.8 ㎜였다. 소성영역에서의 연성
μ = Δmax/Δy= 47.4/14.8 =3.2 로 분석되었다.

가력하중 98 kN(10 tf) 무렵에서 초기균열이 발생하였
고, 147 kN(15 tf)에서 중앙부에 일정한 간격으로 수직균
열형태를 띄었고, 가력하중 25톤에서 균열의 길이는 보춤
의 4/5에 이를 만큼 균열이 진전되었다. 철근의 항복은
345 kN(35.2 tf)에서 계측되었다. 최대내력은 353 kN(36
tf), 최대변위(Δmax)는 38.1 ㎜로 나타났으며, 부재력을
상실할 때까지 소성구간에서의 변위는 130 ㎜까지 계측되
었다. 철근항복시의 변위(Δy)는 16.4 ㎜, 소성영역에서
의 연성μ = Δmax/Δy= 38.1/16.4 =2.3 으로 겹 이음으로
구성한 철근 시험체보다 작은 값을 타나냈다.

3.2 실험체 (D22SLSP2PT1) 결과 분석
가력하중 98 kN(10 tf) 무렵에서 초기균열이 발생하였
Table 2. Compression Test Result of Concrete specimens by mechanical splicing method
Py cal (kN)
Py exp (kN)
Py exp/ Py cal
Pmax (kN)
Δy (mm)
Δmax (mm)
μ

D22SLSP3
285.7
375
1.31
410
14.8
47.4
3.2

D22SL1PT2
285.7
381
1.33
410
24.9
46.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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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22SL2PT1
285.7
352
1.23
360
16.4
38.1
2.3

D22SPT3
285.7
270
0.94
380
10.5
127
12.1

4. 결론
철근이음방법에 따라 각각 철근직경 22mm를 매입한 콘
크리트 보 실험체에 대한 일방향 정적 가력 후 휨 파괴에
이르는 거동특성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겹 이음으로 구성된 부재와 겹 이음 1개소, 기계
적 이음 2개소인 부재에서 최대내력이 가장 크게 나타났
다.
둘째, 겹 이음만으로 구성된 부재와 기계적 이음만으로
구성된 부재를 비교할 때, 소성변위에서 2.6배와 연성력
에서 3.8배 더 뛰어난 것으로 확인되었다.

Fig. 3 D22SLSP1PT2 Load-Displacement

References

3.4 실험체 (D22SPT3) 결과 분석
가력하중 98 kN(10 tf) 무렵에서 초기균열이 발생하였
고, 하부 인장철근의 항복하중은 265 kN(27 tf)으로 다른
실험체에 비해 상당히 빨리 나타났다. 이는 보 중앙부에
설치된 기계적 이음부가 상대적으로 철근에 비해 강성이
뛰어나고, 철근을 구속함으로써 지점반력 외 또 하나의
가상반력이 형성된 현상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최대내
력은 372 kN(38 tf), 소성영역에서의 최대변위(Δmax)는
127 ㎜로 나타났다. 철근 항복시의 변위(Δy)는 10.5 ㎜
였고, 소성영역에서의 연성μ = Δmax/Δy= 127/10.5
=12.1 으로 나타났는데, 이 결과는 다른 실험체의 연성에
비해 4～6배에 해당하는 값이며, 하부 인장철근 항복이후
에 소성영역에서의 연성이 다른 철근이음방법보다 월등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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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D22SPT3 Load-Displacement
3.5 종합분석
철근이음 방법에 따른 보 실험체의 정적내력 휨 파괴
시험결과에 따른 부재력 평가결과는 Table 2와 같다. Py
cal 은 계산에 의한 항복 하중, Py exp 은 실험에 의한
항복 하중, Pmax 는 최대하중, Δy 는 항복 변위, Δ
max 는 최대변위, μ 는 연성비 (ductility factor)로써 Δ
max / Δy 로 계산된다. 실험결과를 비교해 볼 때, 하
부 인장철근 전부를 기계적 이음을 했던 실험체에서 최
대내력은 크게 차이가 없었으나, 소성변위, 연성능력에
서 크게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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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 보의 휨 거동에 대한 실험적 연구’, 한국구조물진
단학회 제4권 제3호, 2000. 07, pp.197～204

열-습윤에 노출된 적층복합재의 정적-동적 최적화
Static Dynamic Optimization of Laminated Composites Exposed to
Hygrothermal Environments
조 희 근*, 안 진 효**
Cho, Hee-Keun, Ahn, Jin-Hyo
ABSTRACT
Optimization was performed on the static dynamic behavior of a simply supported laminated composite plate. Thickness
optimization was performed with respect to Gr/E laminated composites with simultaneous mechanical load, thermal load
and hygro-load. Displacement, fundamental frequency and composite damping were imposed as constraints for
optimization. The results of the optimization were much better than those of the conventional methods.
Key Words: Optimization, Laminate Composite, Dynamic

1. 서 론
복합재는 비강도와 비강성이 매우 우수한 재료로서 다
양한 구조물에 적용되기 위해서 많은 최적화 연구가 수행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기계적 하중, 열, 습윤이 동시에
작용하는 복합재 적층판에 대하여 변위, 고유주파수, 특
정 감쇠 량의 구속조건에 따른 두께를 최적화 하였다.

식 (1)은 복합재의 감쇠를 나타내는 물성치 행렬이다.
최적화는 2단계에 걸쳐서 수행되었다. 1단계에서는 레이
어의 각도가 최적화되었고, 2단계에서는 무게가 최적화
되었다. 최적화를 위한 목적함수는 다음과 같다


  





      




 


 





(2)

2. 적층복합재 최적화


    

2.1 쉘 유한요소 모델
3차원 적층복합재를 모델링하기 위하여 쉘요소를 적용
하였다. 쉘 요소는 각 절점당 5개의 자유도를 가지고 있
다.

 



 

(3)

Fig. 1 Laminate shell element for optimization
쉘 요소의 응력은          로 구성된다.
복합재의 특징을 나타내는 감쇠능은 특정 감쇠 계수 행렬
로 표현된다.
  



















(1)



Fig. 2 FEA model of optimization
Fig. 2에 최적화를 위한 모델의 형상과 해석을 위한
FEA모델을 나타내었다. 총 6층의 symmetric 한 레이업을
가진 복합재를 대상으로 해석이 수행되었다. 폭이 500mm,
길이가 1500mm인 모델에 대하여 해석이 수행되었다.
Table 1은 해석결과를 나타낸다. 최적화의 레이업은

* 정회원․ 안동대학교 기계교육과, E-mail: marklee1@hanmail.net
** 정회원․ 안동대학교 기계교육과, E-mail: malong848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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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90/0]S 이다. 최적화된 무게는 각 층의 두께를 결정
함으로써 구해진다. 최종적인 무게는 모든 하중이 가해졌
을 때 약 20.2kg 정도였다.
Table 1. Results of optimization.
Ply thickness

Weight (Kg)

Constraint values

Layer
No.

Optimized
ply angle
(deg.)

Initial
(mm)

Final
(mm)

Initial

Final

U0_max
(30)

f0_min
(200)

Ψ0_min
(0.3)

Case 1
ML

1
2
3

90.
90.
0.

10
5
10

3.2
3.3
7.4

37.3

20.9

30.0

269.5

0.30

Case 2
ML+TL

1
2
3

90.
90.
0.

10
5
10

2.6
3.1
7.9

37.3

20.4

29.9

271.3

0.30

Case 3
ML+HL

1
2
3

90.
90.
0.

10
5
10

3.0
3.2
7.6

37.3

20.8

29.9

270.2

0.30

Case 4
ML+TL
+HL

1
2
3

90.
90.
0.

10
5
10

2.3
3.0
8.1

37.3

20.2

29.9

271.8

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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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 박리된 CFRP 시트의 인장 응력 평가
Evaluation of Tensile Stress for Local Delaminated CFRP She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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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this study, tensile stresses of partially delaminated CFRP sheets were analytically evaluated. The analytical model is a
15-m long concrete beam with a rectangular cross-section of 2×3 m and uses 480 2D-plate elements and 5760 3D-solid
elements for mesh construction. The elastic modulus of concrete and CFRP sheet used in the analysis are 27,536 MPa
and 200,000 MPa, respectively, and the compressive strength of concrete and tensile strength of CFRP sheet are 30.0
MPa and 4,000 MPa, respectively. In order to evaluate the change of the tensile stress due to the delamination of the
CFRP sheet, the whole attached model and the partially delaminated model according to the position of delamination
were considered. As a result of the finite element analysis, the tensile stress of the entire attached CFRP sheet showed a
constant tensile stress on the whole cross section, and the tensile stress of the partially delaminated CFRP sheet showed
the maximum tensile stress on the position of delamination.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future research will be
carried out to optimize the layout and shape of CFRP sheets embedded with optical fiber sensors.
Key Words: finite element method, tensile stress, CFRP sheet, delamination

1. 서 론

2. 유한요소 해석 모델

국내에서는 약 20여 년 전 부터 노후화된 철근콘크리
트 구조물을 보강하기 위한 Carbon Fiber Reinforced
Polymer(CFRP) 시트를 활용한 보강 공법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수행되어져 왔으며 현재, 노후화된 교량이나 건축
물을 보강하는데 CFRP 시트를 이용한 보강공법이 널리 사
용되고 있다. CFRP 시트 공법은 노후화된 구조물 표면에
에폭시를 사용하여 CFRP 시트를 부착하여 내력이 저하된
구조물의 강성을 보강하는 공법이다. 이러한 공법은 부착
계면에서 CFRP 시트의 박리로 인한 구조물의 보강 내력이
저하되는 문제를 가지고 있으며 보강 공사 후, CFRP 시트
의 부착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주기적인 점검이 요구된
다. 현재의 CFRP 시트의 박리 조사는 고무망치로 보강 표
면을 타격하여 CFRP 시트의 들뜸을 확인하는 인력조사 수
준에 머무르고 있다. CFRP 시트의 박리 발생의 확인 및
점검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CFRP 시트에 광섬유 센서를
매립하여 광섬유 센서로 부터 측정된 변형률로 부터 CFRP
시트의 박리 발생을 확인하고자 하는 연구를 수행 중에
있으며 이를 검증하기 위한 실내 실험 및 유한요소 해석
에 의한 연구들을 수행 중에 있다. 본 논문에서는 유한요
소 해석에 의한 부분 박리된 CFRP 시트의 인장 응력 결과
를 고찰하고 도출된 결과는 향후, 구조 부재에 적용된 광
섬유 센서 매립 CFRP 시트의 신뢰성 검증 연구에 기초 자
료로 사용하고자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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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해석 모델 구성
유한요소 해석 프로그램인 MIDAS FEA를 이용하여 콘크
리트 보와 탄소섬유 시트를 Fig. 1과 같이, 3D-Solid 요
소와 2D-Plate 요소를 사용하여 Mesh를 구성하였다. 요소
의 크기는 0.25 m이고, 해석 모델에 사용된 3D-Solid 요
소 수는 5,760개, 2D-Plate 요소 수는 480개이다.

(a) Concrete Beam

(b) CFRP Sheet
Fig. 1 Mesh segm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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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크리트 보는 2×3 m의 직사각형 단면을 가진 길이
15 m이고 해석에 사용된 콘크리트와 CFRP 시트의 재료적
특성은 Table 1에 나타냈다.
Table 1. Material properties
Concrete

CFRP Sheet

27,536

200,000

Density (kg/m or g/cm )

2,300

1.80

Compressive strength (MPa)

30.0

-

Tensile strength (MPa)

-

4,000

Thickness (m)

-

0.167

Elasticity modulus (MPa)
3

3

3.2 부분 박리된 CFRP 시트의 인장 응력
Fig. 4는 박리 위치에 따른 부분 박리된 CFRP 시트의
인장 응력의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박리 부분 뒤쪽에 위
치한 CFRP 시트에서 지점부의 인장 응력에 상응하는 약
3.0 MPa의 인장 응력을 확인하였다. 이는 부분 박리로 인
해 박리 부분 뒤쪽에 응력 집중이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
된다.

(a) Model 1
2.2 해석 변수
부분 박리된 CFRP 시트의 인장 응력을 평가하기 위하
여 Fig. 2와 같은 해석 변수를 설정하였다. 박리되지 않
은 Reference 해석 모델과 박리 위치에 따른 해석 모델 3
개를 고려하였다.

(b) Model 2

(a) Reference

(c) Model 3
Fig. 4 Results of tensile stress for local delaminated
CFRP sheet

(b) Model 1

4. 결 론
(c) Model 2

(d) Model 3
Fig. 2 Analysis variables

3. 유한요소 해석 결과 분석 및 고찰
3.1 박리되지 않은 CFRP 시트의 인장 응력
Fig. 3은 박리되지 않은 CFRP 시트에 대한 인장 응력
의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CFRP 시트에 전 단면에 걸쳐서
고른 인장 응력을 나타내고 양쪽 단부에서 약 3.0 MPa의
최대 인장 응력을 확인하였다. 이는 양단 단순지지로 인
한 응력 집중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유한요소 해석을 이용하여 박리되지 않은 CFRP 시트와
부분 박리된 CFRP 시트의 인장 응력을 평가한 결과, 박리
되지 않은 Reference는 전 단면에 걸쳐 인장 응력의 크기
가 일정하였고 부분 박리된 모델들은 박리 부분 뒤쪽에
응력 집중에 의해 인장 응력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하여 향후, 광섬유 센서가 매립된 CFRP
시트로 보강된 철근콘크리트 보의 재하 실험에서도 CFRP
시트의 박리 발생을 측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CFRP 시트 내에 광섬유 센서 배치 및 형상에 관한 연구에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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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섬유 센서 내장형 탄소섬유 시트의 부착성능 평가
Evaluation of Bond Performance of Fiber Optic Sensor Embedded
Carbon Fiber Sheets
박 준 석* · 김 병 철** · 정 규 산*** · 서 동 우**** · 박 기 태*****
Park, Joon-Seok · Kim, Byong-Cheol · Jung, Kyu-San · Seo, Dong-Woo · Park, Ki-Tae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a carbon fiber sheet with embedded fiber optic sensor for maintenance and
performance improvement of aged concrete bridges. The carbon fiber sheet bonded method has many advantages in terms
of member repair and reinforcement, but it is disadvantageous in that it is necessary to directly identify the separate
point generated during the bonded of the carbon fiber sheets by an artificial method. In this study, we examined the
method of confirming the separate point of the carbon fiber sheets by examining the strain of the fiber optic sensor
embedded in the carbon fiber sheets. The strain rate measured by the fiber optic sensor was replaced by the strain of the
carbon fiber sheets derived from the FEM analysis.

Key Words: FEM analysis, bond method, fiber optic sensor embedded carbon fiber sheets

1. 서 론

2. FOS 내장형 탄소섬유시트의 탈락지점 예측

노후화 또는 손상된 구조물에 대한 보수 및 보강공법
중 탄소섬유시트를 이용한 보수·보강 공법은 손상된 콘
크리트 구조물의 표면에 일방향 탄소섬유 시트를 에폭시
수지를 사용하여 부착함으로서 구조물을 보수·보강하는
공법을 말한다. 기존에는 손상된 구조물을 보강하기 위하
여 주로 강판보강 공법이 사용되었으나, 강판보강 공법은
평면 이외의 복잡한 형태의 구조물을 보강하기 어렵고 시
공 장소가 제한되며 시공 시 많은 장비를 필요로 하는 등
의 단점이 있다. 탄소섬유시트 공법은 효과적으로 구조물
의 내하력을 향상시키고 기존에 발생한 균열의 발전을 구
속하면서도 강판보강 공법의 단점을 보완 가능한 공법이
다. 이러한 시트보강 공법은 접착제 도포 불량 등의 원인
으로 손상부 박리, 부착부 탈락이 발생할 수 있어 보강
성능의 검증을 위해 부착상태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또한, 시트부착보강 공법 완료 후 손상 유형 파악 및 대
응방안 수립이 가능하도록 손상위치와 면적의 정확한 계
측 및 평가 시스템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탄
소섬유시트에 내장되는 Fiber Optical Sensor(FOS)의 변
형률을 검토하여 탄소섬유시트의 탈락지점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였다. FOS에서 계측되는 변형률을 수
치해석을 통해 도출된 탄소섬유시트의 변형률로 대체하여
탄소섬유시트의 탈락일 때 별형률의 차이가 발생되는 것
을 비교분석하였다.

2.1 유한요소해석
탄소섬유시트의 탈락위치를 예측을 위해 Fig. 1과 같
이 유한요소해석을 수행하였다.

(a) Concrete Beam
(b) CFRP Sheet
Fig. 1 Modeling
유한요소해석은 법용프로그램인 MIDAS FEA를 사용하였
으며, 해석에 사용된 콘크리트 보와 탄소섬유 시트는
3D-Solid 요소와 2D-Plate 요소를 사용하여 Mesh를 구성
하였다. 요소의 크기는 0.25 m이고, 해석 모델에 사용된
3D-Solid 요소 수는 5,760개, 2D-Plate 요소 수는 480개
이다. 콘크리트 보는 2×3 m의 직사각형 단면을 가진 길
이 15 m이고 해석에 사용된 콘크리트와 CFRP 시트의 재료
적 특성은 Table 1에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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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Material properties

0.00014

Reference

0.00012

CFRP Sheet

Elasticity modulus (MPa)

27,536

200,000

Density (kg/m3 or g/cm3)

2,300

1.80

Compressive strength (MPa)

30.0

-

Tensile strength (MPa)

-

4,000

Thickness (m)

-

0.167

1/5 지점 탈락

0.0001
0.00008

Strain(ε)

Concrete

0.00006
0.00004
0.00002
0
-0.00002
-0.00004
-0.00006

0

5

10

15
FOS Length(m)

20

25

30

Fig. 4 1/5 Point Strain

탄소섬유시트의 탈락위치를 예측하기 위해 Fig. 2와
같이 FOS설치를 가정하였다. Fig. 2에서 붉은색 라인은
FOS가 설치되는 라인을 나타내며, 파란색 점선은 탄소섬
유시트의 탈락되는 부분을 나타낸다. 왼쪽부터 1/5 지점,
2/5 지점 및 3/5(중앙) 지점을 변수로하여 해석을 수행하
였다. 각 탈락 예측지점의 탄소섬유시트의 변형률을 도출
하여 비교분석하였다.

0.00014
0.00012

Reference

0.0001

2/5 지점 탈락

Strain(ε)

0.00008
0.00006
0.00004
0.00002
0
-0.00002
-0.00004
-0.00006

0

5

10

15
FOS Length(m)

20

25

30

Fig. 5 2/5 Point Strain
0.00014

Reference

0.00012

3/5 지점 탈락

0.0001

Strain(ε)

0.00008

Fig. 2 Installation of FOS Line

0.00006
0.00004
0.00002
0
-0.00002

2.2 변형률 분포 결과
탄소섬유시트가 콘크리트 거더 하단에 전체 부착되어
탈락이 없는 경우부터 중앙 부분까지 탈락된 경우까지의
FOS 변형률분포를 Fig. 3~6에 정리하여 나타내었다.
전체 부착일 경우, 탄소섬유시트의 양단부에서는 지점
조건의 영향으로 인해 변형률의 방향이 변화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FOS의 중앙부로 갈수록 인장변형률이 증가되
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1/5 지점 탈락된 해석모델의
경우, 탄소섬유시트가 탈락된 2m ~ 4m 구간에서 압축변형
률이 증가되는 것을 알 수 있다. 2/5 지점이 탈락된 경
우, 변형률 분포가 탄소섬유시트가 탈락된 6m ~ 8m 구간
에서 인장변형률이 증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3/5
지점탈락의 경우 전체부착일 때와 유사한 변형률 분포를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3/5 지점과 같이 부재의 중앙에서 부착이 탈락될 경우 변
형률 분포를 통해 예측하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
다. 하지만, 탄소섬유시트의 탈락 면적이 증가될 경우에
는 FOS 변형률의 차이가 발생되어 탈락지점 예측이 용이
해 질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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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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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FOS Length(m)

20

25

30

Fig. 6 3/5 Point Strain

3. 결 론
탄소섬유시트에 내장된 FOS의 변형률을 통한 탄소섬유
시트의 부착수준을 예측하기 위하여 수치해석을 통해 도출
된 변형률을 비교분석하였으며, 탄소섬유시트 탈락으로 발
생되는 구조성능의 변화를 비교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탄
소섬유시트가 탈락되는 지점에서 변형률의 변화가 발생되
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탄소섬유시트에서 발생되는 변형률
을 검토하여 탈락지점을 예측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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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Full Bonded Str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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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강종을 적용한 방음벽 접합부의 재료적 비선형 해석
Material Nonlinear Analysis of Connections
at Noise Barriers Using Various Steel Types
윤 태 인* · 이 상 열**
Yoon, Tae-In · Lee, Sang-Youl
ABSTRACT
This study performs material nonlinear analysis of connection parts at noise barriers, which have a light weight.
Subsequent numerical simulation results for three types of models (standard, double, and standard models strengthen by
ribs) present that the applied connections for target noise barriers constructed show suitable structural performance. In this
paper, the existing finite element elastic stress analysis using the ABAQUS program is further extended to study the
plastic stress distribution of the noise barriers. The numerical results for various parameters are verified by comparing
different steel types with stresses occurred in the noise barrier from the numerical simulation.
Key Words: material nonlinear analysis, noise barrier, finite element analysis, various steel types

1. 서 론
터널형 방음벽의 경우 방음벽에서 발생하는 회절음을
기존 방음벽보다 감소시키는 장점을 갖는다. 그러나 터널
형 방음벽을 교량에 적용하는 경우, 터널형 방음벽의 자
중이 교량에 추가적으로 재하되면서 교량의 구조 안전성
이 떨어지게 된다. 그러므로 터널형 방음벽을 설치할 경
우 설계단계에서 추가되는 자중을 고려하여야 하는데 이
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 중 하나가 구조재의
경량화이다. 경량화를 할 경우 교량에 가해지는 자중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시공성을 확보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국내외로 연구가 진행되어 왔
다. 국외의 경우, 유럽 연합이나 미국은 소음 저감 대책
으로 주로 방음벽을 활용하고 있으며, 경관과의 조화를
고려하고 지역 특색에 따라 주변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
는 재질의 방음벽을 사용하거나 방음벽 표면 또는 주변에
식생들을 심는 등 다양한 방법을 사용한 사례들이 있다.
또한 소음 저감 효과와는 관계없이 방음벽 상단에 기하학
적 구조물을 설치하여 미관을 증진시킨 사례도 있다. 하
지만 평균 인구 밀집도가 국내와 비교하여 낮기에 주거지
와 도심을 분리하여 개발하려는 경향이 있어 방음벽 터널
기술 수준은 미흡한 편이다. 본 연구에서는 터널형태의
방음벽을 대상으로 중량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일반강재
및 고강도 강재를 적용하여 접합부의 재료적 비선형 해석
을 수행하고자 한다.

2. 유한요소 모델링

상 모델은 도시 고속도로 왕복 8차로로 폭 35.0m, 높이
4.5m이다. Fig.1은 방음벽 터널의 세부 트러스 및 지주구
조를 보여주며 Table.1은 각 Case에 대한 세부 치수를 나
타낸다. 여기서, A는 파이프 지주, B는 파이프 트러스
(상․하부), 그리고 C는 파이프 트러스(내부 및 X 브레이
싱)을 나타낸다.

Fig. 1 Numerical Modeling of a Soundproof Tunnel
Table 1. Cases for Numerical Analysis (D = Diameter
T = Thickness, Unit : mm)
A
B
C
Case No.
(D/T)
(D/T)
(D/T)
Case 1
115/4.5
Case 2
110/4
140/5
90/3.5
Case 3
105/3.5
Case 4
100/3

2.2 상세모델링

2.1 전체 모델링
본 연구에서는 고등유한요소 해석 프로그램인 ABAQUS
를 적용하여 재료적 비선형 해석을 수행하였다. 해석 대

왕복 6차선 및 8차선과 같이 차선이 증가하는 경우 도
로의 폭이 넓어져 트러스(상․하부)를 구성하는 파이프의
길이가 증가하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 파이프 제작성 및

* 학생회원․ 안동대학교 토목공학과 석사과정, E-mail: yti2475@gmail.com - 발표자
** 정회원․ 안동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 E-mail: lsy@an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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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널형 방음벽 시공성을 감소시키는 원인이 되어 실제로
적용하기 어렵게 된다. 따라서 짧은 파이프를 접합하여
제작성 및 시공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 때, 응력이 집
중되는 곳에 접합부가 위치할 경우 일체형으로 된 경우보
다 쉽게 파단 될 수 있으므로 접합부를 상세히 모델링하
여 검토해야 한다. 하중의 경우 전체 모델링을 통하여 도
출한 응력값을 환산하여 적용하였다. 파이프 접합 형상은
볼트로 체결하였으며 이는 Fig.2와 같다.

Fig. 4 Induced Maximum Stresses for Different Sizes
(STKT 400)

4. 요약 및 결론

Fig. 2 Detail model of Pipe Connector
2.3 재료적 비선형 모델
일반강재와 고강도강재 3종류를 비교하였으며 각 강재
의 소성영역에 해당하는 물성값은 Fig.3과 같다.

방음벽 터널을 유한요소 해석 프로그램을 통하여 해석
한 결과 일반강재를 사용하는 것 보다 고강도강재를 사용
할 경우 약 18% 정도 경량화 되며 항복응력에 대한 안전
율도 크게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STKT 590과 STKT
690의 경우 모두 탄성영역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STKT 590
의 경우 직경 100mm, 두께 3mm 일 때, 항복응력에 대한
여유 응력 값이 약 5%밖에 되지 않아 STKT 690에 비하여
안전율이 낮았다. 따라서 고강도 강재를 적절히 사용한다
면 터널형 방음벽의 경량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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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 정수장 구조물의 유한요소해석을 통한 내진성능 평가
Evaluation of Seismic Performance through Finite Element (FE) Analysis
of Complex Water Purification Plant Structure
조 한 민* · 허 종 완**
Cho, Han-Min · Hu, Jong-Wan
ABSTRACT
In this study, finite element (FE) analysis was performed to evaluate the seismic performance of the water treatment
plant, which is a major state of the art water treatment plant, to predict tensile cracks and compressive failure. The FE
model simulation for two facilities of the water purification plant was made considering the initial conditions, boundary
conditions and water effect. For the nonlinear dynamic analysis, seismic analysis was performed using ground acceleration.
Tensile cracks and compressive failure are analyzed and the effects on the structures are analyze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ensile cracks can be predicted to occur in the main structure.

Key Words: Water purification, Finite element (FE), Seismic analysis, Tensile crack, Compressive failure

1. 서 론
전 세계적으로 지진은 평균 1,638회(1978~2011년) 발
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재산 및 인명피해는 기하학적인
수준이다. 국내에서도 1999년부터 2017년까지 67.6회의
지진이 평균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최근 2016년에 발생
한 경주 지진(규모 5.8) 및 2017년에 발생한 포항 지진
(규모 5.4) 등과 같은 대규모 지진이 발생하고 있다. 이
러한 여파로 국내에서는 더 이상 지진으로부터 안전하지
못한 국가라는 인식이 퍼지기 시작했다.
국내에서는 90년대 이후부터 건축 및 토몪 구조물에
내진설계가 도입되기 시작하였으며 이전에 건설된 국가
주요 시설물은 내진설계의 미적용으로 인해 지진 발생 시
구조물의 손상 및 파손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본 연구에서는 규모 5.8 지진이 발생한 포항지역의 상
수도 시설물(Fig.1) 중 정수장에 대한 시설물 내진성능을
정밀한 비선형 유한요소해석을 통해 평가하고자 한다.

평면도 및 측면도 치수는 Fig.2에서 보여주고 있다. 침전
지의 경우 가로, 세로가 각각 24m, 29m이고 깊이가 5.5m
인 직육면체 구조물이며 정수지의 경우 가로 및 세로가
23m이고 깊이가 7.3m인 직육면체 구조물이다. 침전지와
정수지의 경우 외벽의 두께는 0.5m로 설계되었으며 두 구
조물 모두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제작되었다. 대상 구조
물은 건설 시기가 오래되어 정확한 철근 배치에 대한 정
보가 없고 콘크리트의 물성치에 대한 영향이 크지 않기
때문에 모델링 시 제외하였다. 또한 일일 정수 용량을 고
려하여 수위는 만수위로 고려하여 모델링을 수행하였다.

Fig. 2 Details of Individual Plant Structures (unit: mm)
2.2 유한요소해석 모델

Fig. 1 Location of the Water Purification Plant

2. 본 론
2.1 구조상세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구조물 유한요소해석 모델의

기존 수리 구조물은 시간을 활용한 비선형 동적해석을
수행하였으며 단순 1차원으로 모형화하여 유체의 영향을
고려하지 않았다. 이러한 해석은 허용 가능 변위에서 벗
어날 경우 구조물의 전반적인 파괴가 발생하는 방식으로
구조물 전반적인 평가에 대한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
는 기존 연구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구조물 및 지
반, 유체의 상호작용을 고려한 유한요소해석 모델을 제작
하고 비선형 동적해석을 통해 구조물 전반에 걸친 파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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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8 •

예측하고 구조물 표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손상 및 파손
에 대한 예측을 수행한다.
2.3 해석결과 및 평가
본 연구에서는 구조물에 대한 비선형 동적해석을 수행
하기 위하여 인공 지진파를 활용하여 최대 지반 가속도가
발생할 때 압축으로 인한 파괴(DamageC)와 인장으로 인한
손상(DamageT)을 측정하여 구조물에 발생할 수 있는 파괴
의 규모를 예측하고자 한다(Fig. 3).

Fig. 5 Damage State for the Setting Basin at the PGA
Time of the Ground Motion

3.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국가 주요 시설물인 정수장 내 정수지
및 침전지에 대한 유한요소해석을 통해 구조물의 손상 및
파괴를 예측하였다. 해석의 정밀성 및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고차원적 요소인 수리 및 지반의 상호작용을 고려
하여 해석 모델을 제작하였다. 또한 최대 지반 가속도는
설계 기준인 지진 규모 6.5에 상응하는 0.154g의 인공 지
진 데이터를 활용하여 비선형 동적해석을 수행하였다. 기
존에 사용되던 정수지 및 침전지는 구조물 하부에 최대
지반 가속도가 발생할 경우 인장 균열이 발생하기 시작하
였으며 지진 하중 발생 이후에는 구조물 전체에 균열이
발생하는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지진에 대한 방
재 대책으로 구조물에 발생할 수 있는 인장 균열에 대한
보수 및 보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Fig. 3 FE Analysis Results for Structural Damage
Measured at the PGA Point (Clean Water Reservoir)
Fig.4 에서는 침전지 내부의 수위가 만수위일 때 최대
지반 가속도가 발생할 경우 구조물의 압축 파괴와 인장
균열에 대한 확률을 보여주고 있다. 최대 지반 가속도 발
생 시 압축 파괴와 인장 균열은 구조물의 하부 모서리 부
분과 벽체가 연결되는 부분에서 발생 확률이 다른 부분보
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며 약 9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
난다.
ig.5 에서는 정수장의 하부 모서리 부분 및 바닥판과
격벽이 교차하는 부분에서 지진에 대해 취약하게 나타난
다. 압축 파괴의 경우 최대 4%의 발생 확률을 보여주고
있지만 인장 균열의 경우 평균 50~60%의 균열 확률을 보
여주고 있으며 중앙부의 경우 약 80%의 확률로 균열이 발
생할 수 있다.

Fig. 4 Damage State for the Clean Water Reservoir at
the PGA Time of the Ground 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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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복원이 가능한 댐퍼의 이력거동 특성 연구
Study on Cyclic Characterization of Recentering Seismic Damper
김 영 찬* · 허 종 완**
Kim, Young-Chan · Hu, Jong-Wan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s a new type of recentering damper system combining a shape memory alloy bar with initial
tension force is proposed to improve the recentering of frictional damper dissipating energy. The recentering damper is a
damper device with improved energy dissipation capability as well as a reduction in maintenance and reinforcement cost,
and can be said to be a low-cost, high-efficiency damper device conforming to domestic reality.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theoretical mechanism for the recentering damper device, various parameters were selected and the theoretical and
detailed design were carried out. In order to verify the design validity of the recentering damper, a high dimensional
finite element analysis model was fabricated and analyzed using cyclic load. As a result of comparing and analyzing the
behavior response of the recentering damper, it proved its superiority in terms of energy dissipation ability and stability.
Based on these results, we propose an optimized system design method of recentering damper.

Key Words: recentering damper, shape memory alloy, initial force, energy dissipation

2. 본 론

1. 서 론
우리나라는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국가라는 인식 때문
에 지진재해에 견딜 수 있는 구조물의 피해저감 기술에
대한 전문지식이 상당히 미흡한 실정이다. 대부분의 지진
피해저감 기술은 지진이 발생한 후에 단발적인 보수 및
보강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각종 구조물은 지진재해에 대
하여 더욱 더 취약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있다. 따라
서 지진재해로 인한 피해를 직접적으로 예방하고 구조물
내진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근본적인 해결책인 지진
피해저감 기술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지진 피해저감 기술 중 초기비
용이 적고 구조물에 적용이 간편하며 내진과 면진 기술에
비해 충분한 내진효과 구현이 가능한 제진기술에 대하여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제진기술의 종류 중 에너지 소
산 능력을 극대화 시킨 마찰댐퍼는 경제적이고 진동에너
지 감소효과가 우수하여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댐퍼
이다. 그러나 마찰댐퍼는 이력거동에 의해 장치 내 부재
가 손상되어 파손 시 교체해야하는 단점이 있다.
본 연구의 대상인 자동복원 댐퍼는 탄성한계를 넘어
상당량의 소성변위를 가 발생하더라도 상온에서 하중 제
거만으로 원형복원이 가능한 일종의 금속 재료인 초탄성
형상기억합금을 활용한 댐퍼의 자동복원 성능에 의해 소
성상태로 발생되는 교체 비용에 따른 보수·보강 비용 저
감이 가능한 댐퍼이다. 이를 위해 자동복원 댐퍼에 대한
상세설계를 수행하고 3차원 정밀 유한요소 해석을 수행하
여 초기 긴장력에 따른 자동복원, 에너지소산 등의 성능
을 검증하고자 한다.

2.1 자동복원 댐퍼의 설계
자동복원 댐퍼 장치는 기능적으로 크게 마찰 댐퍼
(Friction Damper) 부분과 형상기억합금 원형봉(SMA Bar)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Fig. 1 Design Details of Recentering Damper
Fig 1.과 같이 마찰 댐퍼 부분은 사각형 중공 각관으
로 설계하여 슬라이더(Slider), 슬롯 볼트 구멍(Slot
Bolt Hole), 브래킷(Bracket), 끝막음 판(End Plate)으로
구성되고 슬라이더와 형상기억합금 원형봉의 위치 확보와
외부 하중이 작용하는 경우 탈락방지를 위하여 브래킷과
끝막음 판을 슬라이더 양단에 고정시킨다. 마찰 댐퍼 부
분에서 슬라이더는 구조물에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외부
하중으로 인한 마찰 에너지를 댐퍼 장치에 전달하고 에너
지를 소산한다. 브래킷은 박스형 강재와 일체 거동을 위

* 일반회원․ 인천대학교 방재연구센터 책임연구원, E-mail: channy0409@naver.com - 발표자
** 정회원․ 인천대학교 도시과학대학 건설환경공학과 교수, E-mail: jongp24@incheon.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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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고정체 역할을 하며 끝막음 판은 다른 장치를 지지해
주는 역할을 수행한다. 형상기억합금 원형봉은 블래킷을
통과시켜 끝막음 판에 고정시켜 설치하고 장치에 요구되
는 강도 및 복원력에 따라 개수 조정이 가능하다.
2.2 정밀 유한요소해석 모델
자동복원 댐퍼의 해석 모델은 ABAQUS 프로그램를 활용
하여 비선형적인 재료 거동을 포함한 솔리드 요소로 초탄
성 형상기억합금 원형봉, 블래킷, 끝막음 판, 슬라이더
부재의 모델링을 완성하였다. 각 부재는 하나의 댐퍼로
조립되는 과정에서 다른 요소유형(Element Type) 접촉면
의 통일성과 메쉬(Mesh) 생성을 보다 효율적으로 제어하
기 위하여 분할작업(Partition)을 수행하였다. 초탄성 형
상기억합금의 물성을 구현하기 위하여 사용자 정의 재료
모델을 사용하여 반영하였고 다른 부재들에 활용된 강재
는 Gr. 50 탄소강 재질로 모델링 하였다.

Fig. 2 3D Finite Element Analysis Model
2.3 해석결과 및 평가
본 연구에서는 초기 긴장력(0kN, 97kN, 112kN, 119kN)
에 따른 자동복원 댐퍼의 성능을 검증하기 위해 잔류변
형, 복원율, 에너지 소산능력의 관점에서 해석결과에 대
한 평가를 수행하였다.

부분은 손상으로부터 회복되어 원형복원이 가능하더라도
잔류 변형을 발생시킨다. 자동복원 댐퍼의 복원율은 평균
99%를 초과하는 우수한 복원율을 나타내며 초탄성 형상기
억합금 원형봉은 자동복원 댐퍼 시스템의 강도와 복원력
의 관점에서 구조성능을 향상시킨다. 에너지 소산량은 초
기 긴장력에 의해 초기 탄성계수의 증가가 나타나고 항복
과 극한 하중이 증가하여 에너지 소산량이 증가하였다.
또한 초기 긴장력이 증가할수록 복원력이 감소하여 잔류
변형은 다소 증가되는 현상을 나타내지만 이력곡선의 포
락선에 면적이 증가하여 에너지 소산 능력은 증가하는 특
성을 나타냈다.

3.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기존 마찰댐퍼의 구조적 성능, 유지·
관리의 사용성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제안된 새로
운 개념의 자동복원 댐퍼에 대한 해석적 성능검증 연구를
수행하였다. 자동복원 댐퍼는 초탄성 형상기억합금 재료
의 복원성능이 마찰댐퍼에 의해 발생하는 소성변형을 제
어하였다. 해석결과 자동복원 댐퍼는 잔류변형과 복원율
을 근거로 소성변형에 대한 우수한 복원성을 나타냈고 초
기 긴장력이 증가할수록 에너지 소산능력이 증가 하는 것
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초기 긴장력이 적용된 자동복원
댐퍼의 모델은 해석을 통한 거동특성을 근거로 잔류변형,
에너지 소산능력에 대한 분석을 수행한 결과 119kN의 초
기 긴장력이 도입된 모델이 가장 최적의 성능을 나타내는
구조형상이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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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면형상 변화에 따른 곡선 보의 내진성능 평가
Seismic Performance Evaluation of Curved Beam Corresponding to
Change Section
손 호 영* · 주 부 석** · 전 준 태*** · 소 우 빈**** · 박 성 관*****
Son, Ho-Young · Ju, Bu-Seog · Jeon, Jun-Tai · So, Woo-Bin · Park, Seong-Gwan
ABSTRACT
The curved beam has a complicated behavior compared to a straight beam due to torsional and warping. Therefor, in this
study, eigenvalue analysis was performed for curved beam with different shape(I-shape, T-shape, box-shape) corresponding
to the same value of the moment of inertia. As a result the curved beam with box-shape section had a larger natural
frequency value than the other curved beam. Also, the dynamic analysis results showed that the largest result was
obtained at 826.18MPa in the T-shape curved beam when the gyeongju earthquake was applied.

Key Words: curved beam, eigenvalue analysis, dynamic analysis, earthquake
Northridge 지진파를 적용하여 곡선 보의 내진성능 평가
를 수행하였다.

1. 서 론
사회가 빠른 속도로 발전함에 따라 신속한 자원의 이
동을 위한 유기적인 교통망이 필수적인 요소가 되었으며
교량은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한 중요한 구성요소 중에
하나이다. 교량은 다양한 제약조건으로 인해 곡선형 거더
를 이용하여 설치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곡선형 거더
는 직선 거더에 비해 복잡한 거동형태를 보인다. 이 때문
에 오래전부터 곡선 거더의 거동을 분석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연구되었으며 Lee and Jeon(1993)은 전이행렬법
을 이용하여 단면형상이 다른 곡선 보의 비틀림정수비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고 이 결과를 다른 해석법과 비교하
여 적용성을 검토하였다. 이처럼 곡선 보의 해석을 위한
방법론 등의 연구 이외에도 I-Shape 거더와 Box-Shape 거
더의 장점을 결합하여 새로운 거더 형태를 제안하고 2차
비선형 거동을 분석하고 이를 일반적인 I-Shape 거더와
비교하는 연구도 진행되었다(Jun and Richard, 2010).
2016년 경주 지진 및 2017년 포항 지진으로 많은 피해
가 발생하였고 이로인해 국민들이 지진에 대한 안전성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다. Howard (2001)의 연구에서 교량
의 지진성능은 지진 발생 시 신속한 긴급복구 및 대피 등
의 비상관리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므로 교량의 지진 성
능 평가는 매우 중요하다고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단면 2차 모멘트는 같으나 다른
단면형상(I-Shpae, T-Shape, Box-Shape)를 갖는 곡선 보
의 선형탄성 유한요소 모델을 구축하였다. 구축된 유한요
소 모델을 이용하여 Eigenvalue Analysis를 수행하여 각
곡선 보의 동적거동 특성을 분석하고 경주, 포항,

2. 유한요소 모델
본 연구에서는 I-Shape, T-Shape, Box-Shape 단면을 갖
는 유한요소 모델을 구축하였으며 이 단면 모두 단면 2차
모멘트가 동일하다. 곡선 보의 반지름 R=6.096m,
   이며, 사용된 재료의 정보는 일반적인 강재
의 E=200,000MPa,    을 적용하였다. 유한요소 모델
은 ABAQUS Platform에서 제공하는 3D Shell(S4R) 요소를
사용하였고 I-Shape, T-Shape, Box-Shape 모두 200,000개
의 요소를 사용하여 구축되었다. 곡선 보는 단순 지지된
것으로 가정하였으며 양 끝단의 교축 직각 방향으로 각
지진파를 적용하였다. Fig. 1은 각 곡선 보의 유한요소
모델 이며 Fig. 2는 적용된 포항, 경주, Northridge 지진
파의 Spectral Acceleration을 정리하여 나타내었다.

(a) I-Shape

(b) T-Shape

Fig. 1 FE Model of Each Curved B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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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Box-Shape

4. 결론

Fig. 2 Spectral Acceleration

3. 곡선 보의 동적 해석
지진파를 적용하여 동적해석을 수행하기 이전에 곡선
보의 Eigenvalue Analysis를 수행하였으며 각 곡선 보 별
로 1차 모드의 고유진동수는 I-Shape에서 8.101Hz,
T-Shape에서 10.031Hz, Box-Shape에서 21.587Hz로 나타났
다. 경주, 포항, Northridge 지진파를 각 곡선 보에 적용
하여 동적해석을 수행하여 Von-Mises 응력을 비교하였으
며 결과는 Fig. 3과 Table 1.에 정리하여 나타내었다. 경
주 지진파를 적용하였을 때 I-Shape에서 162.54MPa,
T-Shape에서 826.18MPa, Box-Shape에서 78.087MPa로 곡선
보 모두 Von-Mises응력이 가장 크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또한 모든 해석결과 중 T-Shape 곡선 보에서의
응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T-shape 곡선 보
가 갖는 고유 진동수 대역에서 모든 지진파의 Spectral
Acceleration 값과 경계조건에 의해 가장 큰 값이 발생하
는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단면 2차 모멘트는 동일하고 단면의 형
상이 I-Shape, T-Shape, Box-Shape으로 다른 곡선 보의
유한요소 모델을 구축하고 경주, 포항, Northridge 지진
파를 적용하여 내진 성능평가를 수행하였다. 그 결과 모
든 곡선 보에서 경주 지진파를 적용하였을 때 가장 큰 것
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경주 지진파의 진동특성이 고주파
영역의 지진파(Oh et al., 2016)이고 각 곡선 보가 갖는
고유진동수 대역 또한 고주파 영역에 속하기 때문이라 판
단된다. 또한 각 단면 형상에 따른 결과를 비교하였을 때
T-Shape 곡선 보에서 가장 큰 결과가 나타났으며 이는
T-Shape가 갖는 고유진동수의 영역에서 각 지진파가 가장
큰 Spectral Acceleration을 갖고 경계조건에 의해 가장
큰 결과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추후 연구에서는 교각의 유한요소 모델을 추가하여 각
곡선 보의 Eigenvalue Analysis 및 내진성능 평가를 수행
하고 더 나아가 세계 각지에서 발생한 지진파를 이용하여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 방법인 취약도 평가를 수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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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h, S. H., Shin, S. H. (2016), Correlation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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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착식 조인트가 적용된 파이프라인의 비선형 유한요소 해석
Nonlinear Finite Element Analysis of Stainless Power Joints Piping
System
손 호 영* · 주 부 석** · 소 우 빈*** · 박 성 관****
Son, Ho-Young · Ju, Bu-Seog · So, Woo-Bin · Park, Seong-Gwan
ABSTRACT
Recently, the incidence and magnitude of earthquakes have been continuously increasing. NFPA 13 requires that
hydroponics fire extinguishing system pipelines apply seismic isolation. Stainless steel joints have been newly
developed to replace these seismic isolation joints. Therefore, in this study, a nonlinear finite element model
of a pipeline with Stainless Power Joint was developed based on experimental data, and finite element
analysis was performed by applying hydrostatic pressure and cyclic loading.

Key Words: Stainless power joint, FEM, Seismic, Nonstructural element

1. 서 론

2. 압착식 조인트가 적용된 파이프라인의 내진
성능 평가 실험

2016년 경주에서 국내 지진 관측 기록 상 최대 규모인
5.8의 지진이 발생하였으며 지난해 포항에서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하여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다. 포항 지진으로
인해 안전행정부 추산 약 551억 원의 금전적 피해와
1,445여억 원의 피해 복구비용이 발생 하였고 많은 수의
이재민이 발생하였다. 경주 지진과 포항 지진으로 인해
국민들의 지진에 대한 안전성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고
최근 구조적 요소뿐만 아니라 비구조 요소에 대한 안전성
이 대두되고 있다. 파이프라인의 지진 안전성 평가와 관
련된 연구가 많이 진해되어 왔으며 Ryu et al(2016).의
연구에서 비구조적 요소의 지진 피해는 50% 이상이 주요
시설물 운영에 영향이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Jeon et al(2015).는 지진 격리된 원자력 발전소 배관 시
스템의 지진 취약도 평가와 관련된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지진 격리된 배관 시스템의 경우 과도한 상대변위로 인해
시스템의 파괴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NFPA 13의
A.9.3.2.3.2.(2)에서는 수화계통소화설비 파이프라인의
경우 아래 그림과 같이 지진 분리이음을 적용하도록 규정
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진 분리이음을 대체할 수 있
게 개발된 압착식 조인트가 적용된 파이프라인의 내진성
능 평가 실험 데이터를 기반으로 비선형 유한요소 모델을
구축하고 Cyclic Loading을 적용하여 유한요소 해석을 수
행하여 파이프라인의 Elbow Joint의 변위 각 및
Von-Mises 응력을 분석하였다.

NFPA 13의 A.9.3.2.3.2.(2)의 규정과 동일하게 시험체
를 구축하였으며 Upper Elbow와 Lower Elbow Joint에 스
트레인 게이지를 부착하고 각 반력판에 Load Cell을 부착
하여 발생하는 변형률과 반력을 계측하였다. 파이프라인
내부에 소방수가 가득차 있는 것을 가정하기 위해 펌프를
이용하여 2MPa의 수압을 적용하였고 국내 건축구조기준
(KBC2009)에서 제시하고 있는 최대 층간 변위 0.02H
( ±  )를 10회 반복가력하여 내진성능 평가를 수행
하였다. Fig. 1은 시험체 및 각 계측장비의 설치 위치를
나타내었다.

Fig. 1 Specimen and Sensor Lo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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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파이프라인의 유한요소 모델

Table 2. Maximum Von-Mises Stress at Elbow Jpint

압착식 파이프라인의 도면을 바탕으로 동일한 사이즈
의 유한요소 모델을 구축하였으며 사용된 요소는 ABAQUS
Platform에서 제공하고는 3D Shell 요소인 S4R을 사용하
였다. 사용된 요소의 총 개수는 95,344개 이며 각 조인트
가 적용되는 부분에 Contact 요소를 적용하여 비선형 유
한요소 모델을 구축하였다. 실험과 동일한 조건을 모사하
기 위해 파이프라인 내부에 2MPa의 내압을 가하였으며 경
계조건을 파이프라인 끝단에 고정단으로 적용하였다. 마
지막으로 상단의 두 반력판에 ±  를 10회 반복가력
하는 Cyclic Loading을 적용하여 유한요소 해석을 수행하
였다.

Location
FEM

Lower
Upper

Maximum Stress
(MPa)
332.15
436.12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지진 분리이음을 대체할 수 있는 압착
식 조인트가 적용된 파이프라인의 비선형 유한요소 모델
을 구축하였으며 Cyclic Loading을 적용하여 유한요소 해
석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Lower 및 Upper Elbow Joint
모두 최대 변위 각 및 최대 Von-Mises 응력이 실험 결과
값 보다 크게 발생하였지만 전체적인 거동의 트렌드는 유
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추후연구에서는 매개변수(Friction Coefficient 등)의
변화에 따른 압착식 조인트의 거동 변화를 분석하고자하
며 더 나아가 실제 지진파를 적용하여 파이프라인의 동적
거동을 분석하고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인 지진 취약도 평
가를 수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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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M공법 적용에 따른 H형강 부재의 구조성능 변화에 관한 실험적 연구
An Experimental Study on the Structural Performance of H-Beam
Members Subjected to the Application of TRM
권 민 호* · 김 진 섭** · 정 동 진*** · 정 영 석**** · 정 호 현*****
Kwon, Min-Ho · Kim, Jin-Sub · Jung, Dong-Jin · Jeong, Yeong-Seok · Shin, Ho-Hyeon
ABSTRACT
The TRM method applied in this study is a method aiming at long span and low girder hight of the temporary bridge.
When the preload is introduced to the girder member and the preload is removed after by welding the stiffener, a
prestress is introduced through the stiffener to increase the load capacity of the member. Therefore, in this study, the
structural performance improvement through the application of the TRM method was verified experimentally by the
bending tests of the specimens with and without the TRM method.

Key Words: Temporary bridge, TRM, Prestress, Girder Members

1. 서 론
가설교량은 교량의 시공을 위해서 교량의 시공위치에
작업차량이나 자재의 이동과 운반을 위해서 만들어지는
임시적인 가시설 교량이다. 이러한 목적으로 설치완료 후
공사의 완료시까지 유지보수 없이 그 기능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가도에서 발달한 초기의 가설교량은 기둥의
간격이 좁아 홍수 등과 같은 재해가 발생했을 때 나무와
같은 부유물이 교량 기둥 사이에 걸려 누적되고, 이로 인
해서 큰 수압을 받아 교량은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무너
지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되었다. 이러한 사고의 잇따른
발생으로 인하여 장지간 가설교량에 대한 필요가 제기되
었고, 가설교량의 장지간화를 위한 공법으로 프리스트레
싱 공법, 열변형공법, 변단변 공법, 트러스공법 등 여러
가지 공법이 개발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최근 개발된 프리스트레스 공법
의 한 종류인 TRM공법의 적용을 통한 구조성능 개선에 대
해서 실험적으로 검증하였다.

2. TRM 가설교량 공법

등과 같은 사용성의 측면에서 우수한 성능을 보인다. 일
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강연선, 강봉 등을 활용한 프리
스트레스 도입공법에 비하여 인장등의 특수공정이 없어
안전사고와 유지보수에 대한 우려가 적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3. 실험계획 및 실험결과
3.1 실험계획
TRM공법의 적용을 통한 구조성능의 변화를 실험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실제 가설교량에 적용되는 Fig. 1의
(a) Normal section과 (b) Prestressed section와 같이
H-형강 H-588×300×12×20을 시험체로 사용하였고, (b)
Prestressed section의 경우 TRM공법을 적용하여 L-형강
L-100×100×10을 선행하중 도입 후 용접 접합하여 프리
스트레스를 도입한 시험체 단면이다. 선행하중의 도입은
H-형강의 양 단부에서 4분의 1지점에 목표 프리스트레스
도입량 도입을 위한 변위하중 P를 산출하여 적용하였다.
프리스트레스 도입을 위한 시험체 설치 계획은 Fig. 2와

TRM(Total Reinforced Method)공법은 거더에 보강재(형
강, PLATE등)를 설치하여 단면강성 증대 및 중립축 이동
을 통해서 부재의 응력을 감소시켜 부재의 효율성을 높
이며 거더에 선행하중 도입 후 보강재를 설치하여 프리스
트레스를 도입하여 내하력을 증대시키는 가교 공법이다.
TRM공법은 구조적으로 형상이 간략하여 제작오차가 최
소화되어 시공성이 우수하고 단면강성이 커져 진동, 처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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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Normal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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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Prestressed section

Fig. 1 type of specimen section

공법의 적용을 통해서 부재의 단면응력과 처짐이 저감 가
능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통해서 가설교량의 저형
고·장지간화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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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Prestressed speci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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휨 시험을 통해서 TRM공법의 적용을 통한 부재의 구조성
능 개선을 분석 해 보고자 하였다. 시험체의 3절점 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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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
250
500

Normal section
section
displacement
stress
(mm)
(MPa)
83.79
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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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stressed section
section
displacement
stress
(mm)
(MPa)
68.04
4.39
132.51
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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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결과 비보강 시험체와 보강 시험체에 작용하는 상
재하중이 250kN인 경우 단면응력이 각각 83.79MPa,
68.04MPa로 나타났고, 상재하중이 500kN인 경우의 단면응
력은 각각 166.95MPa, 132.51MPa로 나타났다. 500kN의 산
재하중이 작용하는 경우 비보강 시험체의 경우 부재의 허
용응력 140MPa을 크게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보강 시험체의 경우 동일한 상재하중에 대하여 비보강 시
험체보다 20.6% 작은 단면응력이 발생하였고, 허용응력
범위내의 단면응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동일
한 상재하중 500kN에 대해서 보강 시험체의 경우 16.0%의
처짐량 감소의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3. 결론
본 논문에서는 TRM공법이 적용된 구조재의 구조성능
개선효과에 대해서 실험적으로 평가하여 TRM공법의 실효
성을 검증하였다. 보강·비보강 H-형강 부재의 3절점 휨
시험을 수행한 결과 TRM공법을 적용한 경우 최대상재하중
500KN에 대하여 상부플랜지의 단면응력이 비보강 시험체
에 비하여 20.6% 저감되는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
으며, 사용성의 주요한 검토사항인 부재 중앙부의 처짐이
최대상재하중에서 16%의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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