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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발표회 및 10주년 기념행사
주제

노후 인프라의 안전과 복합신소재

KOREAN SOCIETY FOR ADVANCED COMPOSITE STRUCTURES

PROGRAM
BOOK

노후 인프라의 안전과 복합신소재

주요행사
• 논문발표Ⅰ
• 이사회
• 개회식
• 특별강연Ⅰ
서울시 인프라, 선제적 관리체계 구축 방안

• 특별강연Ⅱ
콘크리트구조물 보수보강 분야에서의 섬유강화패널
소재 응용기술 발전 동향

• 기술발표
연속 필라멘트 와인딩 공법을 사용한 GRP배관

• 포스터 세션
• 논문발표Ⅱ
• 논문발표Ⅲ

2019
한국복합신소재구조학회
학술발표회 및
10주년 기념행사

• 연구단 세션
• 전시부스
• reception

대회사

한국복합신소재구조학회 2019년 정기학술발표대회가

이러한 시설물 안전의 사회적 요청에 부응함으로써 학

이곳 강원도 강릉 스카이베이 경포호텔에서 개최하게

회의 존립가치도 배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한국복합신소재구조

PROGRAM BOOK

학회는 2009년 창립 이래 우리학회는 “산을 만나면 길

이번 학술발표대회는 다양한 회원의 참여를 통한 네트

을 뚫고, 물을 만나면 다리를 만들라”라는 어떠한 난

워크 확대 및 회원 간 정보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초청

관 속에서도 불굴의 투지로 헤쳐 나아간다는 뜻을 지닌

강연과 복합신소재구조 Core 기술 개발 발표가 예정

“逢山開路, 遇水架橋” 의 경구를 학회 정신으로 삼아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일반 논문 세션 외에 특별세션 및

그동안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연구단 세션을 준비하였으며, 복합신소재 적용기술, 복

참여와 활동으로 지금까지 발전을 거듭하고 있으며, 복

합신소재구조의 거동해석 및 실험, 복합구조에 응용을

합신소재구조를 활용한 건설분야에서의 Core 기술 소

위한 계측 및 유지관리 분야 등 4개의 세션과 포스터에

사이어티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금년으로 학회 창립 10

서 총 80여 편 이상의 훌륭한 연구결과도 발표될 예정

주년을 맞이한 우리학회는 건설분야에서의 복합신소재

입니다. 그리고 복합신소재와 관련된 전시장도 마련되

구조 응용기술의 연구관련 전문학회로 자리를 잡게 되

어 있습니다.

었습니다.
본 학술대회가 여러 분야에 종사하는 건설인들이 격의
본 학술대회는 복합신소재를 이용한 건설 분야의 국내

없는 기술 토론과 의견 교환을 통해 각 연구자들은 학

외 최근 기술 동향 파악, 산/학/연/관 기술교류의 증진

문의 깊이를 더하고 실무에 종사하시는 분은 실용적인

및 협동체제 활성화, 신설 및 노후 건설구조물에 소요

지식을 습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건설 분야에서

되는 복합신소재구조 기술의 상호이해 증진을 통한 복

의 복합신소재구조 Core 기술 발전을 위한 산·학·

합신소재구조 연구의 질적 향상 도모를 목적으로 하고

연·관간의 네트워크 강화의 장이 되길 바랍니다.

있습니다. 최근에 들어서 복합신소재는 소재공학의 발
전으로 산업계 전 영역에 응용되고 있습니다. 주지하는

우리학회 회원 여러분들의 이러한 노력이 하나 둘씩 모

바와 같이 4차 산업혁명 기술의 정책적 지원이 크게 늘

여 건설 분야의 복합신소재 구조 응용기술 확산이 가속

어나 복합신소재의 경량화, 기능화, 친환경화, 지능화

화되어 작금의 침체되어 있는 건설산업으로 도약할 기

및 내구성 기술혁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

회가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건설분야에서의 복합신소

름에 따라 건설 분야에도 새로운 변화가 예견되고 있으

재 응용기술이 확대될 이 학술발표대회에 회원여러분

며, 우리학회가 복합신소재를 이용한 융합구조기술을

을 모시고자 하오니 적극적인 참여와 활동을 부탁드립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건설 분야의 4차 산업혁명

니다.

기술을 이끄는 선도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감사합니다.
미래 건설시장은 신규 건설보다는 유지관리를 통한 노
후 시설물의 장수명을 위한 성능개선 분야로 패러다임

2019. 4. 25

이 전환되고 있어 복합신소재와 같은 첨단 스마트 건설

한국복합신소재구조학회

재료와 융복합 기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학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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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

지효선

인사말

새해 시작이 어제 같이 느껴지는데 어느덧 4월이 저물

이제 우리 학회는 본격적인 성장기에 접어들 때입니다.

어 가고 있습니다.

학회의 성장을 위해서는 기존 건설재료의 한계를 넘어

올해 복합신소재구조학회는 10주년을 맞는 해임과 동

계, 시공 및 유지관리 기술 발전의 중심이 될 수 있는

시에 또다른 10년을 맞을 준비가 필요한 해입니다. 그

학술의 장으로 더욱 발전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될 수 있

동안 복합재료와 신소재의 이용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

도록 더욱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시고 이만큼 학회가 성장하는데 기여해주신 회장님과
회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학술

금번 학술대회는 큰 산불로 많은 고초를 겪었던 강릉에

대회 준비를 위해 고생해주신 학회사무국과 학술대회

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학회의 발전은 축하하되 주민

준비위원회 위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들의 아픈 마음을 같이 보듬을 수 있는 대회가 되길 바
랍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지나온 10년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10년의 성장을 준비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보다 많

감사합니다.

은 분들을 모시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학회의 발전을
위해서 학술대회는 복합재료 및 신소재 분야에 몸담고

학술대회 준비위원회를 대표하여

있는 분들 뿐 아니라 아직 익숙치 않은 분들도 관심을

최 상 현 올림

가질 수 있도록 많은 유익한 정보 교류의 장이 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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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수 있는 새로운 소재를 발견하고, 이들 신소재의 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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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개요
• 주

제 : 노후 인프라의 안전과 복합신소재

• 일

자 : 2019년 4월 24일(수) - 26일(금)

• 장

소 : 스카이베이 경포호텔

• 주요행사
4월 24일 (수)

4월 25일 (목)

4월 26일 (금)

논문발표 I
이사회
개회식 및 특별강연소개
특별강연 I
PROGRAM BOOK

현장 사전 등록

특별강연 II

현장견학

학술대회 준비위원회 회의

기술발표

풍력발전단지(대관령)

논문발표 II
논문발표 Ⅲ
포스터세션
rece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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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위원회
위원장

최상현(한국교통대학교)

부위원장

신승호(한화건설), 이상열(안동대학교),
최병호(한밭대학교), 홍기증(국민대학교)
강준석(서울대학교), 김선용(원광대학교), 김재석(후레씨네코리아)
김정중(경남대학교), 김정훈(한국전력연구원), 김진국(서울과학기술대학교)
김진섭(경상대학교), 문지호(강원대학교), 박종섭(상명대학교)

위원

신도형(인하대학교), 신정열(한국철도기술연구원), 신진원(관동대학교),
임석빈(한국시설안전공단), 정우영(강릉원주대학교), 주부석(경희대학교)
허종완(인천대학교)

• 현장 등록 안내
구분
현장등록비
(현장견학 미참가)
현장등록비
(현장견학 참가)

회원

학생

비회원

160,000

130,000

220,000

190,000

160,000

250,000

2019 한국복합신소재구조학회 학술발표회 및 10주년 기념행사

오정호(한국교통대학교), 이동화(BWG Korea 한국지사),

-등록 시 명찰, 학술발표회 초록집, 중식 및 만찬 쿠폰, 기념품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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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일정
• 4월 24일(수)
일시

일정

장소

15:00 – 18:00

현장 사전 등록

세미나실A 등록데스크

18:00 – 19:00

학술대회 준비위원회 회의

세미나실A

• 4월 25일(목)
일시

세미나실A

10:00
PROGRAM BOOK

13:00 – 13:10

C-03

세미나실D

C-04

C-05
12:40-13:00

중식(1F)

이사회

개회식 및
특별강연 소개

13:10 – 13:40

특별강연Ⅰ

13:50 – 14:20

특별강연Ⅱ

14:30 – 14:50

기술발표

15:00 – 16:30

세미나실C

현장등록, 전시부스

10:30 – 12:00
12:00 – 13:00

세미나실B

S-03,
포스터세션

16:40 – 18:10

S-04

18:10 – 18:30

reception

18:30 – 20:30

만찬

C-01

S-01

S-02

C-02

S-05

S-06

• 4월 26일(금)
일시
10:00 –14:00
06

장소
현장견학
풍력발전단지(대관령)

발표장 배치도

세미나실

A

세미나실

A

개회식, 특별강연, 기술발표, 연구단세션S-03, S-04, 포스터세션

세미나실

B

구두발표C-03, C-01, C-02

세미나실

C

구두발표C-04, 연구단세션S-01, S-05

세미나실

D

구두발표C-05, 이사회, 연구단세션S-02, S-06

로비

등록, 전시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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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베이세션장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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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회식
• 일 시 : 2019. 04. 25.(목) 13:00 – 13:10
• 장 소 : Grand Ballroom 세미나실A
• 일 정
사회 : 최상현(한국교통대학교)
주요내용
개회선언
국민의례
개회사

PROGRAM 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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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효선 회장

2019
한국복합신소재구조학회
학술발표회 및 10주년 기념행사
노후 인프라의 안전과 복합신소재

프로그램 목차
P R O G R A M

B O O K

특별강연Ⅰ
특별강연Ⅱ
기술발표
구두 세션
복합구조 유지관리
복합구조 내진 / 동역학Ⅰ
복합구조 내진 / 동역학 Ⅱ
복합구조해석
신소재 해석 및 실험

연구단 / 사업단세션
연구단/사업단세션1
연구단/사업단세션2
연구단/사업단세션3
연구단/사업단세션4
연구단/사업단세션5
연구단/사업단세션6

포스터 세션
전시부스 / 광고협찬

특별강연Ⅰ
• 일 시 : 2019. 04. 25.(목) 13:10 – 13:40
• 장 소 : Grand Ballroom 세미나실A
• 발표자 :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이택근 시설국장
주요내용
특별강연

서울시 인프라, 선제적 관리체계 구축 방안

특별강연Ⅱ
• 일 시 : 2019. 04. 25.(목) 13:50 – 14:20
PROGRAM BOOK

• 장 소 : Grand Ballroom 세미나실A
• 발표자 : 청원화학㈜ 조용상회장
주요내용
특별강연

콘크리트 구조물 보수보강 분야에서의 섬유강화패널소재 응용기술 발전동향

기술발표
• 일 시 : 2019. 04. 25.(목) 14:30 – 14:50
• 장 소 : Grand Ballroom 세미나실A
• 발표자 : ㈜립스 이준호차장
주요내용
기술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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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 필라멘트 와인딩 공법을 사용한 GRP배관

구두 세션
❖ 4월 25일 목요일
복합구조 유지관리
논문

세미나실B [C-03] 10:30~12:00

번호

N06

N15

N20

N21

N25

개량된 지오텍스타일 튜브 구조체의 2차원 압밀 모델링
-김형주, 피터 레이 디노이, 김형수, 고민수
고강도 합금강을 이용한 전단보강 및 볼트풀림방지 교랑받침 앵커시스템
-김학군, 유종호, 이태현, 강경돈, 윤순종
동결융해에 따른 BFRP-콘크리트 계면 인발 부착강도 평가
-조돈우, 김가람, 김기홍, 정우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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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16

좌장 : 오정호(한국교통대학교)

도심지용 저소음형 강철도교량 상부구조 개발
-박수빈, 최상현
연속화 기반 도심지 노후 철도교량 급속교체 공법 개발
-윤건우, 최상현
긴급 구호 물자 관리 시스템
-최주연, 주영규

복합구조 내진 / 동역학 Ⅰ
논문

세미나실C [C-04] 10:30~12:00

번호

N03

N05

N13

N14

N19

N18

좌장 : 김선용(원광대학교)
수배전반의 지진격리장치 개발
-고동우
Shaking table 시험에 준설 실트질 모래지반에 축조된 구조물의 액상화 거동
-김형주, 피터 레이 디노이, 김형수, 고민수
탄소나노튜브로 보강된 적층 복합재 쉘 구조의 동적 특성
-Ashish Maharjan, 김익민, 황지광, 이상열
교각 내진성능 향상을 위한 FRP 래핑 보강효과
-유종호, 김학군, 김수영, 윤순종
국내 표준 낙석방지울타리의 충격해석 모델 개발
-이주호, 이형덕, 문지호
단문형 전기 캐비넷의 3차원 유한요소모델을 통한 동적해석
-박성관, 손호영, 소우빈, 주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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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 세션
❖ 4월 25일 목요일
복합구조 내진 / 동역학 Ⅱ
논문

세미나실D [C-05] 10:30~12:00

번호

N23

N27

N28

N29
PROGRAM BOOK

N22

좌장 : 이상열(안동대학교)
스트럿 강성 및 단부벽체 강성에 따른 완전일체형 교량의 푸쉬오버 변수해석
-안제혁, 곽재영, 최병호
순환골재 콘크리트충전 강관(CFT)기둥의 반복축하중 거동
-최원호, 최성모
연성능력 향상을 위한 FRP 보강 RC기둥의 반복하중가력 실험
-이태훈, 최성모
외부보강용 원형강봉 댐퍼적용 건축구조물의 내진성능 실험
-구자용, 최성모
프리캐스트 바닥판 이음부의 차량 윤하중에 대한 가속도 특성 분석
-이규세

복합구조해석
논문

세미나실B [C-01] 15:00~16:30

번호

N10

N11

N12

N17

N24

N01

12

좌장 : 강준석(서울대학교)
재난 위험도 평가 시스템을 통한 국내 고층건물 구조위험도 평가
-김고은, 김태영, 주영규
옹벽에 걸리는 토압저감을 위한 최적의 지오폼 형상
-정연욱, 김재경, 강준석
다중벽 탄소나노튜브 합성 복합재로 보강된 콘크리트 판구조의 고에너지 충격거동
-사봉권, 김규동, 최형배, 이상열
지진 하중을 받는 EPS Geofoam이 적용된 콘크리트 터널에 관한 해석 연구
-Catuira, Mabel, Nguyen, Xuan Tung, Aloload, Shane, 박종섭
온도영향을 받는 강 및 합성 I형보의 휨강도에 대한 고찰
-Nguyen, Xuan Tung, Catuira, Mabel, Aloload, Shane, 박종섭
반복하중에 의한 Double Beam System(DBS) 보-기둥 접합부 성능평가
-류재용, 최성모

신소재 해석 및 실험
논문

세미나실B [C-02] 16:40~18:10

번호

N02

N04

N09

N26

N08

배큠 백 몰딩 방식으로 제작한 바잘트 시트의 인장 강도 실험 및 해석
-정윤지, 권순철, 김대진, 김선희, 최기봉
iFLASH System의 비재하 소형 가열 실험
-김별이, Tian Yunqi, 박민재, 주영규
고강도 바잘트 섬유시트의 압축강도에 관한 실험 및 해석적 연구
-김대진, 권순철, 정윤지, 김선희, 최기봉
GFRP Tube 및 강관으로 구속된 FSCC의 하중-변형률 곡선 예측에 관한 실험적 연구
-권순철, 김선희, 최원창
상온 및 고온에 노출된 FRP 보강 부재의 부착강도
-민정기, 노광근, 염경수, 최성모
지중 아치 구조물의 적용되는 ETI와 ITI의 구조적 효과
-이정준, 강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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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07

좌장 : 최병호(한밭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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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단 / 사업단세션
❖ 4월 25일 목요일
[ 연구단/사업단세션1 ]
논문

중규모 수력플랜트 건설기술 개발

번호

세미나실C [S-01] 15:00~16:30

S01

S02

S03

S04
PROGRAM BOOK

S05

S06

수력플랜트 내 설치된 발전설비 고정부 앵커볼트의 구조성능 평가
-김동익, 김민기, 이상문, 정우영
하중 및 매입깊이 변수에 따른 앵커의 전단-인장하중 상관관계 곡선변화에 대한 실험적 연구
-정영석, 김진섭, 권민호
시나리오 기반 현장설치 앵커의 지진취약도 평가
-손호영, 소우빈, 박성관, 주부석
수력발전소 RTU패널의 내진성능평가를 위한 진동대 시험
-윤다운, 신용재, 전법규, 정우영
수력발전설비의 비정상 수충격 해석모형 개발
-남명준, 이재영
수치 모델을 이용한 전기 캐비닛의 앵커리지 거동 특성 분석
-이상문, 이옥준, 정우영

[ 연구단/사업단세션2 ]
논문

복합소재 분야 KICT 연구성과 소개

번호

세미나실D [S-02] 15:00~16:30

S07

S08

S09

S10

S11

14

CFRP 표면매립 긴장보강 공법
-정우태, 박희범, 강재윤, 박종섭, 김상현
탄소섬유시트 보강 슬래브의 부착부 탈락에 따른 보강성능 감소에 대한 수치적 분석
-김병철, 박기태, 정규산, 김유희
콘크리트 포장 TRC 덧씌우기 공법 개발을 위한 예비연구
-남정희, 김형열
복합소재-강재 하이브리드 보강근 개발
-서동우, 김병철, 정규산, 박기태
탄소섬유시트로 보강된 RC 보의 부착파괴
-정규산, 박기태, 김병철

[ 연구단/사업단세션3 ]
논문
세미나실A [S-03] 15:00~16:30

번호
S19

S14

S13

S16

S17

-채수호, 최상현
표준관입시험과 공압콘관입시험간의 상관관계를 통한 교량하부기초 상태평가 연구
-유현우, 오정호
실내실험을 통한 판형교량 상 무도상 궤도의 종·횡방향 저항 특성
-김학승, 황인영, 전병흔, 김경호
FRP 보강재의 따른 철도 무도상 철도 판형교의 보강효과
-현승혁, 황원섭, 이예슬
장대레일화에 따른 무도상 판형교 교각의 구조안전성 평가
-김준희, 심형보
무도상 판형교의 침목고정장치 물성을 고려한 궤도-교량 종방향 상호작용 해석
-윤재찬, 이창진, 장승엽, 박성현

[ 연구단/사업단세션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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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15

궤도틀림에 따른 무도상 판형교의 주행안전성 분석

논문
세미나실A [S-04] 16:40~18:10

번호
S20

S18

S12

무도상교량의 내진해석을 통한 지진영향 및 장대레일 부가응력검토
-권영웅, 임정현, 한상윤, 강영종
EP Block을 이용한 침목-강거더 체결시스템의 해석적 연구
-이찬영, 한우진, 임상진
국부적 Sliding Track Panel System 적용에 따른 궤도-교량 상호작용 영향 분석
-박종찬, 이영섭, 임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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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단 / 사업단세션
❖ 4월 25일 목요일
[ 연구단/사업단세션5 ]
논문

도시친화형 경전철 고가구조물 설계기술 개발

번호

세미나실C [S-05] 16:40~18:10

S21

S22

S23

S24
PROGRAM BOOK

S25

경전철 고가구조물 신형식 하부구조 모듈화 및 가설시공 방안 연구
-한승석, 서동주, 강덕만
경전철 고가구조물 신형식 상부구조 모듈화 및 가설시공 방안 연구
-안성배, 이현우, 고한승
경전철 고가구조물의 장경간화를 위한 경량 신소재의 교량 구조 적용 사례 연구
-김도학, 신명규
고무차륜형 경전철 고가구조물의 처짐 한계 분석
-이진호, 신정열
장경간 신형식 경전철 고가구조물 구조해석 연구
-박영빈, 김 도, 김승현

[ 연구단/사업단세션6 ]
지진방재 전문인력 양성사업단 세미나
세미나실D [S-06] 16:40~18:10
안동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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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세션
❖ 4월 25일 목요일

게시시간 15:00-16:30

세미나실A [p-01] 15:00~16:30

논문

좌장 : 김진섭(경상대학교), 신진원(관동대학교)

번호
p01

p02

p03

p05

p06

p07

p08

p09

p10

p11

p12

p13

-조희근
하이브리드 댐퍼에 대한 설계 최적화 연구
-김영찬, 허종완
2D 직물섬유를 적용한 TRC 패널의 4점재하 휨실험
-이종억, 양준모
합성 침목 개발을 위한 폴리우레탄 기반 복합 소재 기술 개발
-백인철, 황철현, 한우권, 최해균, 곽인섭
비노출 콘크리트의 동결융해에 따른 강도변화
-정영석, 권민호, 김진섭
복합재료 캔틸레버보의 고유진동수에 대한 영향
-장재창, 최재곤, 이정석, 한봉구
지능형 신소재를 활용한 새로운 감쇠장치의 원천 기술개발과 내진성능 평가를 위한 구조실험
-조한민, 허종완
PFRP 내부의 잔류응력을 발생시키는 변수의 상호작용
-김수영, 유종호, 김학군, 윤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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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4

복합재 복합좌굴 해석

연속지진하중을 받는 교량 교각의 FRP 재킷 보수에 따른 확률론적 성능 평가
-전종수, 박태영, 유완상, 이상열
ASCE 설계법과 정밀해법에 의한 펄트루젼 FRP Box형 단면 압축재의 국부좌굴강도
-김선희, 최진우
표면이 거친 나일론 6,6 나노파이버로 보강된 시멘트 페이스트의 기계적 강도 조사
-Nguyen, N.M.Tri, 방준화, 박경환, 김정중
동결융해에 따른 철근콘크리트 보의 휨 강도변화
-권규빈, 김상우, 권민호, 김진섭
케라스를 활용한 균열 인식 딥러닝
-손병직, 이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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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세션
❖ 4월 25일 목요일
p14

p15

p16

p17

p18

PROGRAM BOOK

p19

p20

p21

p22

p23

p24

p25

p26

18

게시시간 15:00-16:30

비선형 복합재 좌굴 해석
-조희근
하중비와 한계온도법에 의한 잔존내력 분석
-김선희, 박천호, 전민아
고속철도시설물의 자연재해위험도 분석
-박예진, 한승룡, 최상현
신경망 기법을 이용한 강섬유 혼입율, 형상비에 따른 인장강도 추정모형 개발
-정태영, 박주경
DEM 시뮬레이션을 활용한 콘크리트 믹서의 효율 비교 분석 연구
-조도영, 손성래, 김규용
하수관로 맨홀 내부 상태평가를 위한 비집입 3차원 조사 시스템의 개발
-박신전, 지기환, 김재범, 유성원
3D 동적비선형해석을 통한 연돌구조물의 취약도 평가
-권규빈, 권민호, 박관수, 김진섭
복합재료로 보강된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의 노후화에 대한 실험적 연구
-권규빈, 김상우, 권민호, 김진섭
I형 초고성능 콘크리트 거더의 횡-비틀림 좌굴 강도 산정 방안
-이기세, 이정화, 강영종
폴리머 분리막을 이용한 무근 콘크리트 덧씌우기 포장 반사균열 저항성 평가
-김서연, 팽재엽, 오정호
외연적 비선형해석을 이용한 FRP합성보의 휨전단파괴 해석
-유승운, 유준상
FRP합성보의 휨전단 균열형태에 대한 외연적 비선형해석
-유승운, 유준상
초고성능 콘크리트로 증타보강한 보-기둥 접합부의 내진성능 평가
-김승기, 이헌석, 이형주, 김우석

전시부스 / 광고협찬

전시부스
청원화학㈜
한국시뮬레이션기술㈜
㈜덕성

대림산업㈜

㈜아이스트

㈜지승컨설턴트

에스비비 주식회사

㈜건화

SK건설㈜

고려개발㈜

㈜에스코알티에스

극동건설㈜

에스큐엔지니어링㈜

㈜동명기술공단종합건축사사무소

오푸스펄구조기술사사무소

㈜동평건설엔지니어링

이호켐앤텍주식회사

㈜대우건설

㈜제일엔지니어링

롯데건설㈜

창민우구조컨설탄트

㈜리튼브릿지

㈜케이엠티엘

㈜립스

㈜태영건설

㈜매일

㈜포스코건설

삼성물산

㈜한라

㈜서현기술단

㈜한화건설

주식회사 스마트이엔씨

현대건설㈜

쌍용건설㈜

혜동브릿지㈜

2019 한국복합신소재구조학회 학술발표회 및 10주년 기념행사

광고협찬

㈜씨엠산업

19

발표장 오시는길

PROGRAM BOOK

• 주소
강원도 강릉시 해안로 476

• KTX 및 강릉고속버스터미널 이용 시
- 시내버스

202번(KTX강릉역 1번출구와 2번출구 중간 건너편에서 탑승 후 경포해변 하차)
202-1번 (KTX강릉역 1번출구와 2번출구 중간 앞에서 탑승 후 경포해변 하차)
소요시간 20~40분

- 택시

20

소요시간 약 10-20분(예상택시비 편도 1만원)

힘껏  
함께 달려갈 200년
70년 남광토건, 70년 극동건설, 60년 금광기업이 하나로 모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건설전문그룹으로 새롭게 도약합니다
200년 건설역사에 담겨있는 풍부한 노하우와 높은 기술력을
서로 공유하며 대한민국 건설역사를 새롭게 건설하겠습니다

남광토건·극동건설·금광기업이 보여드릴 200년
건설전문그룹의 도전을 다시 한번 지켜봐 주십시오

SINCE 1947

SINCE 1947

SINCE 1957

드론이야기
국내 최초 드론복합문화공간
드론을 이야기 합니다.
미래를 이야기 합니다.
새로운 기술을 창조합니다.
드론을 체험합니다.

Coffee + Drone + Study

Drone 체험 + 커피
드론복합문화
4차 산업혁명의 배달
Origin of Drone
드론이야기
www.dronestory.co.kr

「국토교통부 지정 공인」 드론 전문교육기관
국내 최대 시설 / 국내 최고 강사진

드론이야기 무인항공교육원
국가공인자격증 / 드론교육지도사 / 드론정비사
드론사진촬영및편집 / 3D사진측량자료처리 / 취미과정

송파점: 02-448-3766 / 가평점: 031-581-3766

자매사:

무인항공교육원
www.ds-uav.co.kr
02-449-8072

Structure & Solution

• Satisfied With Function! • Harmony With Mother Nature! • Make Yourself Comfortable!

▶아/이/스/트/그/룹
㈜아이스트 ㈜아이스트이엔지 ㈜아이스트테크
기술사사무소•안전진단전문기관 • 부설연구소

▶사/업/영/역
구조 및 특화설계(Value Engineering)• BIM
엔지니어링 도면 - 구조도면, PC SHOP Drawing
안전진단 및 유지관리
현장지원 엔지니어링, 구조감리
연구 및 공법 개발

송도 국제화 복합단지 M1

체조경기장

안산사동 주거복합

중이온가속기 건설

하남 스타필드

화성시 종합경기타운

㈜아이스트 그룹 • Since 1998. 03
서울시 송파구 법원로 11길 7, 현대지식산업센터C동 1204호 • http://www.i-st.kr

특별강연 Ⅰ

특별강연

1

[특별강연 Ⅰ]

서울시 인프라, 선제적 관리체계
구축 방안

Grand Ballroom 세미나실A
발표자 :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이택근 시설국장

특별강연 Ⅰ

5

특별강연 Ⅰ

6

특별강연 Ⅰ

7

특별강연 Ⅰ

8

특별강연 Ⅰ

9

특별강연 Ⅰ

10

특별강연 Ⅰ

11

특별강연 Ⅰ

12

특별강연 Ⅰ

13

특별강연 Ⅰ

14

특별강연 Ⅰ

15

특별강연 Ⅰ

16

특별강연 Ⅰ

17

특별강연 Ⅰ

18

특별강연 Ⅰ

19

특별강연 Ⅰ

20

특별강연 Ⅰ

21

[특별강연 Ⅱ]

콘크리트 구조물 보수보강 분야에서의
섬유강화패널소재 응용기술 발전 동향

Grand Ballroom 세미나실A
발표자 : 청원화학㈜ 조용상 회장

특별강연 Ⅱ

25

특별강연 Ⅱ

26

특별강연 Ⅱ

27

특별강연 Ⅱ

28

특별강연 Ⅱ

29

특별강연 Ⅱ

30

특별강연 Ⅱ

31

특별강연 Ⅱ

32

특별강연 Ⅱ

33

특별강연 Ⅱ

34

특별강연 Ⅱ

35

특별강연 Ⅱ

36

특별강연 Ⅱ

37

특별강연 Ⅱ

38

기술발표

기술발표

39

연속 필라멘트 와인딩 공법을
사용한 GRP배관

Grand Ballroom 세미나실A
발표자 : ㈜립스 이준호 차장

기술발표

43

기술발표

44

기술발표

45

기술발표

46

기술발표

47

기술발표

48

기술발표

49

기술발표

50

기술발표

51

기술발표

52

기술발표

53

구두 세션 Ⅰ

구두 세션

55

복합구조 유지관리

세미나실B [C-03] 10:30~12:00
좌장 : 오정호(한국교통대학교)

구두 세션 Ⅰ

KO-2019-N06

개량된 지오텍스타일 튜브 구조체의 2차원 압밀 모델링
Two-dimensional consolidation modeling of modified geotextile tubes
김형주* 피터 레이 디노이** 김형수*** 고민수****
*

요 지
지오텍스타일 튜브는 입자의 이동을 억제하여 토사 또는 퇴적물을 유지하면서 유체의 통과를 허용
하기 때문에 지오텍스타일 튜브는 필터, 탈수 및 해안선 적용의 컨테이너 역할을 한다. 그러나 지오텍
스타일과 조립토 및 세립토 즉, 실트질 모래를 함유하는 충진재의 상호 수리학적 호환성을 해석하는
것은 복잡하다. 지오텍스타일 튜브의 여과 성능은 지오텍스타일의 유효구멍크기(AOS), 개방면적(POA)
및 투수성과 충전재의 입도분포, 초기 함수비에 의해 결정된다. AOS가 큰 지오텍스타일을 사용하면
내부 수압이 감소하고 물이 튜브에서 쉽게 분산될 수 있기 때문에 빠른 탈수 또는 압밀 시간의 단축
을 가져온다. 그러나 지오텍스타일의 공극크기(Pore sizes)가 충분히 크지 않으면 과도한 파이핑
(piping)이 발생할 수 있으며, 반대로 AOS가 작으면 미세 입자는 잘 유지되지만, 충진과정 중 충진압
력이 증가함에 따라 인장력이 증가하고 지오텍스타일 튜브의 탈수 또는 압밀시간은 느리다. 이러한 이
유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개량된 지오텍스타일 튜브(MGT)는 배수, 압밀 및 보유성능을 최적화하기
위한 것이다. 기존의 튜브와 달리 MGT는 원주 주위에 두 개 이상 유형의 지오텍스타일로 구성된 컨
테이너를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MGT의 통합 동작을 분석하고 이해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분리된
멤브레인 요소 방법을 사용하여 MGT의 기하학적 구조를 얻었고, 경계면은 직물의 원주 길이를 고려
하여 위치를 결정하였다. MGT를 모델링한 후 튜브의 2차원압밀은 면적법과 대변형 압밀이론을 기반
으로 시뮬레이션을하였다. 압밀과정에서 튜브의 함수분포를 얻기 위해 Carrillo의 공식에 기초한 방정
식이 제안되었다. 이론적 분석의 결과는 직물 위치를 변경하거나 원단의 원주 길이를 변경하여 MGT
의 압밀 성능을 최적화 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감사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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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강도 합금강을 이용한 전단보강 및
볼트풀림방지 교랑받침 앵커시스템
Shear Reinforced and Bolt Loosening Prevention Anchor
System with High-Strength Alloy Steel in Bridge Bearing
김학군* 유종호** 이태현*** 강경돈**** 윤순종*****
*

요 지
The various loads acting on the superstructure of the bridge are transferred to the substructure
through the lower anchor socket of the bridge bearing support.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firmly
attached anchor socket into lower plate of bridge support to ensure sufficient shear stiffness.
However, if the anchor socket is inserted into the lower plate the height of the bracket exceeds
(within about 3mm) when it is replaced. Hence it may not possible to replace the support.
Accordingly, anchor socket of bridge support, which is widely used, is not inserted into the lower
plate but is simply bolted. This system may cause various problems such as bolt head interference
due to excessive specification for diameter of bolt and because an anchor socket does not
contribute to carry the horizontal load, connecting bolts should resist to all loads. In addition,
due to the sustained vibration causing by the live load acting on the superstructure of bridge, the
bolts may be loosed so it causes a deviation and functional degradation of the bridge support.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develop an anchor system that ensures sufficient shear stiffness for
horizontal load, prevents bolt loosening due to vibration, and enables effective mainte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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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결융해에 따른 BFRP-콘크리트 계면 인발 부착강도 평가
Evaluation of Tensile Bonding Strength of the Concrete and BFRP(Basalt
Fiber Reinforced Polymer) Interface Subjected to Freezing-Thawing
조돈우* 김가람** 김기홍*** 정우영****

*

요 지
본 연구에서는 유리섬유에 비하여 친환경적이고 내열성이 우수한 Basalt 섬유를 활용하여 노후 구조
물 휨 보강 시 요구되는 복합재료 보강재의 장기 부착성능에 대한 실험을 수행하였다. 콘크리트 표면
노후화에 따른 BFRP-콘크리트 계면의 장기 부착성능을 평가하기 위하여 동결융해에 따른 콘크리트
표면 노후화와 이들 표면에 FRP Plate를 부착하고 ASTM D7522 기준에 따라 인발 부착시험을 진행
하였다. 실험 시 고려된 조건으로는 동결융해 반복 Cycle 수와 콘크리트 강도를 고려하였으며 이들 영
향인지에 대한 BFRP-콘크리트 계면 부착성능 저하와 파괴패턴을 각각 비교, 분석하였다. 실험결과,
동결융해가 진행됨에 따라 BFRP Plate를 부착한 시험체의 부착강도들은 1.70MPa, 1.58MPa,
1.57MPa로 각각 측정되었으며 동결융해 200Cycle 이후 시험체의 부착강도는 감소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계강도가 30MPa인 콘크리트 부착실험의 경우 100Cycle에서 가장 낮은 부착강도를 나타
내었지만 이는 실험 시 발생된 오류로 판단되며 전체적인 부착강도의 경우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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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지용 저소음형 강철도교량 상부구조 개발
Development of the Superstructure of a Low-Noise-Type
Steel Railway Bridge for Urban Area
박수빈* 최상현**
*

요 지
현재 국내 철도교량은 대부분 콘크리트교량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강교량의 경우 소음⋅진동 및 상
대적으로 높은 가격으로 인하여 기피되고 있다. 그러나 도심지의 경우 육중한 콘크리트 교량의 존재는
주변 경관 뿐 아니라 자산 가치를 저하시키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 논문에서는 도심지용
슬림형 강철도교량 상부구조를 제안하였다. 제안된 상부구조는 플로팅 기술을 적용하여 열차 통과로
인하여 발생하는 진동을 저감하여 소음을 최소화하였으며, 구조를 단순화한 슬림형 단면으로 도심지
경관과 조화할 수 있도록 개발하였다. 개발된 상부구조의 진동 저감 효과는 상용프로그램인 VI-Rail을
이용하여 검토하였다. 플로팅된 궤도와 교량 상부구조와의 연결은 최근 개발된 사전제작형 플로팅궤도
의 방진장치로 가정하였다. 동일 경간의 콘크리트 교량 및 궤도와 상부구조 간의 합성 시와 비교 결과
개발된 강철도교량 상부구조는 상대적으로 진동의 크기가 작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따른 소음 발
생량도 낮을 것으로 기대된다.

감사의 글
이 연구는 한국철강협회의 연구비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으며, 이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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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화 기반 도심지 노후 철도교량 급속교체 공법 개발
Development of Fast Replacement Method for
Deteriorated Bridge in Urban Area Based on Continuation
윤건우* 최상현**
*

요 지
초기 건설된 서울 도시철도 1∼4호선의 경우 교량의 76%가 공용년수 35년, 34%가 40년에 근접한
상황으로 도시 흉물화하고 있어 조속한 대책 수립이 필요한 상황이나, 대안으로 검토된 지하화 공법의
경우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어 방치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논문에서는 대부분 30m 이하의 단경간 콘
크리트 고가교량으로 구성되어 있는 노후 철도교량을 급속 교체할 수 있는 공법을 제안하였다. 제안된
노후 교량 급속 교체공법은 기존 교각 사이에 신규 교각을 시공하고, 신규 상부구조로 교체 설치 후
연속화한 후 기존 노후 교각을 철거하는 절차로 구성하였으며, 신속한 시공을 위하여 신규 교량의 상
하부 구조를 모듈러로 구성하였다. 급속 교체공법의 적절성 검토는 상용 유한요소 프로그램인
ABAQUS를 이용하여 수행하였다. 해석을 통하여 각 시공 단계별로 요구되는 공법과 교체 후 신규 교
량의 구조적 안전성 및 주행 안전성을 검토하였다.

* 비회원⋅한국교통대학교 철도시설공학부 -발표자
** 종신회원⋅한국교통대학교 철도공학부 교수, schoi@ut.ac.kr -교신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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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구호 물자 관리 시스템
Emergency Relief Supplies Management System
최주연* 주영규**
*

요 지
본 연구는 긴급 구호물자 관리 시스템 적용에 관한 연구로서, 재해 발생 이전과 이후 복구 과정 내
의 재해 구조 물자를 신속하게 조달하고 지급 하기 위한 개선안에 관한 것이다. 지난 2017년 포항 지
진 당시 피해 주민들을 위한 구호 물자 부족과 적재적소 배분의 어려움으로 구호물자 비축 및 관리,
조달 인프라 구축이 필요한 실정이다. 체계적 조직 구성, 재해 발전 이전과 이후 복구 과정까지의 성
과 지표를 통한 성과 관리, 직무 표준화, 지속적인 개선으로 구성한다. 긴급 구호물자 관리 시스템 적
용 및 구호물자의 적정한 운영 및 보관 관리, 조달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접목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신속한 구호물자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감사의 글
이 논문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지진방재분야 전문인력 양성사업으로 지원 되었습니다. This work is
financially supported by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as Earthquake Disaster Pre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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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배전반의 지진격리장치 개발
Development of seismic isolation of electric cabnet
고동우*

*

요 지
최근들어 지진이 증가함에 따라 비구조재의 내진성능확보에도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건물내
전기설비의 중추인 수배전반이 손상을 입을 경우 건물의 기능이 마비되어 2차피해가 우려된다. 이에
우리나라에서도 자연재해 대책법이 제정되면서 비구조재의 내진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전형적인 고압 VCB반을 선정한 후, 이의 내진성능을 확보하기위한 지진격리장치
를 개발하였다 이를 위해 수배전반에 대한 탄성해석을 통해 동적특성을 파악하고, 이상화된 수배전반
에 지진격리장치를 모델링하여 비선형 시간이력해석을 수행하여 격리장치의 물성을 도출하고 내진성
능을 평가하였다. 그 결과 격리장치를 설치함으로써 밑면전단력은 약 30% 정도 감소함을 해석적으로
확인하였으며, 이는 진동대 실험결과와 유사한 결과로 나타나 본연구에서 개발한 격리장치가 수배전반
의 내진성능을 확보하는데 효과적임을 확이할 수 있었다.

* 정회원⋅제주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dongwko@jejunu.ac.kr –발표자, 교신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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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aking table 시험에 준설 실트질 모래지반에
축조된 구조물의 액상화 거동
A Basic Study on the Liquefaction Behaviour of
Silty Sand Soil by Shaking Table Test
김형주* 피터 레이 디노이** 김형수*** 고민수****
*

요 지
In this study, a shaking table test of a geotextile-reinforced embankment scale model laid on
Saemangeum dredged soil, which is classified as silty sand (SM) and is most liquefiable, was
conducted. The behavior of unreinforced and reinforced shallow foundations that were laid on
top of the embankment were also explored. The shaking table, which was supported by springs,
was excited in the longitudinal direction at a base motion of 0.15g. The predominant frequency
and period in the shaking test were 1.25 Hz and 0.80 s, respectively. The motion of the shaking
table was powered by a DC geared motor in which the maximum frequency and horizontal
motion at the base of the table are 3 Hz and 5 cm, respectively.Results of the study showed that
the partially saturated embankment settled into the ground and was severely damaged after
liquefaction occurred. The shallow foundations sunk excessively into the ground as well due to loss
of bearing capacity. It was interesting to note that severe damage was observed at an earlier period
of shaking at the side of the embankment where the unreinforced foundation was laid. Results of
the study also showed that the soil that has liquefied exhibited sharp response accelerations and
large strains. Comparing the excess pore water pressures (u) at the bottom of locations A, B, and
D (PP1-A, PP1-B, PP1-D), it was observed that the maximum u values at PP1-B and PP1-D
were larger in comparison to PP1-A. This is due to the fact that the height of the liquefiable soil
was larger at these locations especially since the embankment was partially saturated. Looking at
the results of the strains, the shear strains were larger at location B than at location D as
reinforcement of the shallow foundation at location D may have helped improve its stability.

감사의 글
이 논문은 2019년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기초연구사업임
(No. 2017R1D1A3B03034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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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나노튜브로 보강된 적층 복합재 쉘 구조의 동적 특성
Dynamic Characteristics of Carbon Nanotubes Reinforced
Laminated Composite Shell Structures
Ashish Maharjan* 김익민** 황지광*** 이상열****
*

요 지
본 연구는 탄소나노튜브로 보강된 복합 적층 쉘구조의 동적특성을 다룬다. 소량의 탄소나노튜브의
보강만으로 복합재는 강성 및 강도가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다양한 기하학적 형
상과 적층배열에 따른 쉘구조의 동적 특성에 대한 상세 연구는 미미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는 탄소나노튜브의 무게 비율에 따른 쉘구조의 진동 특성을 다양한 변수에 따라 상세 분석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비교적 고가인 탄소나노튜브의 합리적인 보강 비율을 제시하고, 다양한 매개변수에 따른
복합소재 적층 쉘 구조의 진동 특성에 대한 상호관계를 규명하는 데 기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감사의 글
본 연구는 한국연구재단 기초연구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입니다.(No.2018R1D1A1B070500
80). 또한, 이 논문은 행정안전부장관의 방재안전분야 전문인력 양성사업으로 지원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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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각 내진성능 향상을 위한 FRP 래핑 보강효과
Strengthening Effect of FRP Wrapping for the Seismic
Performance Enhancement of Bridge Pier
유종호* 김학군** 김수영*** 윤순종****

*

요 지
In this study, strengthening effect of FRP wrapping for the seismic performance enhancement of
RC bridge pier having lap-spliced region is experimentally evaluated. Two different FRP wrapping
methods are introduced and evaluated their reinforcing effect by quasi-static test for small-scale
bridge pier specimens. To confirm the seismic performance enhancement of FRP wrapped pier,
displacement ductility and energy dissipation capacity are compared with those of bridge pier
without wrapping. In addition, the failure mode of specimens is observed. As a result of test,
strengthening effect of FRP wrapping for bridge pier is confirmed. On the other ha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amount of FRP reinforcement and seismic performance enhancement
is not directly proportional so that the design for optimum amount of FRP reinforcement
may be needed.

* 학생회원⋅홍익대학교 토목공학과 박사과정, yjhcivil06@naver.com -발표자
** 학생회원⋅홍익대학교 토목공학과, hakggu@ddrtech.co.kr
*** 학생회원⋅홍익대학교 토목공학과 석사과정, civilksy@gmail.com
**** 종신회원⋅홍익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 sjyoon@hongik.ac.kr -교신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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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표준 낙석방지울타리의 충격해석 모델 개발
Development of impact analysis for Korean standard rockfall protection fence
이주호* 이형덕** 문지호***

*

요 지
국내에서는 낙석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장소 혹은 낙석이 발생한 이력이 있는 장소에 낙석방지시
설을 설치하고 있다. 절개사면에 설치되는 낙석방지시설물 중 낙석방지울타리는 낙석방지시설의 약
20%정도를 차지고 하고 있다. 국내에서 준용 중인 낙석방지울타리는 12.5m의 높이에서 400kg의 낙
석을 낙하시켜 50kJ을 버틸 수 있도록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낙석방지울타리의 성능을 검
증할 수 있는 시험방법이 마련되어있지 않고, 가장 정확한 검증방법인 실물낙하 실험의 경우, 많은 시
간과 비용이 필요하다. 반면 시뮬레이션을 이용한 검증은 낙석방지울타리의 성능을 시간과 비용적인
측면에서 효율적 검증할 수 있다. 따라서, 정확한 낙석방지울타리 해석모델개발 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사용중인 낙석방지울타리의 충격해석 모델을 개발하고, 국내에서 수행된 실물
낙하 실험결과를 바탕으로 해석 모델을 검증하였다.

감사의 글
이 논문은 2018년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8R1D1A3B07047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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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회원⋅강원대학교, 건축⋅환경⋅토목 공학부 석사과정
*** 정회원⋅강원대학교 건축⋅환경⋅토목 공학부 조교수, jmoon1979@kangwon.ac.kr -교신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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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2019-N18

단문형 전기 캐비넷의 3차원 유한요소모델을 통한 동적해석
Structural Dynamics of Single Door Electric Cabinet by 3D Finite Element Model
박성관* 손호영** 소우빈*** 주부석****

*

요 지
지진은 짧은 시간 발생하여 수많은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를 유발 할 수 있는 국가적인 자연재해이
다. 전 세계적으로 지진의 발생 빈도와 그 규모가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발생한 2016년 규모
5.8의 경주지진과 2017년 규모 5.4의 포항지진을 통해 우리나라 또한 예외가 아님이 확인되었다. 우리
나라에서 발생되는 지진은 고주파 성분이 많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에 따라 고주파 대
역에서 고유진동수를 가지는 비구조요소에서 많은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비구조요소 중 하
나인 전기 캐비닛은 발전소, 병원, 산업용 건물 등 시설 전체의 전력시설을 연결하고 관리하는 장비들
을 담고 있는 금속함이다. 전기 캐비닛이 지진으로 인해 파괴될 경우 전기 캐비닛과 연결된 시스템 전
체의 파괴 및 중단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화재 및 폭발 등 2차 피해로 이어져 큰 인명피해 및 재
산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선 사전에 전기 캐비닛의 내진성능
평가가 수행되어져야 한다. 캐비닛의 내진성능평가 방법으로는 진동대를 이용한 실험적 방법과 유한요
소 모델을 통한 해석적 방법이 존재한다. 실험적 방법은 내진성능평가를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이지만
막대한 비용 및 시간이 요구되며 공간의 제약을 가지고 있다. 또한 가동 중인 전기 캐비닛 내부의 구
성품이 교체 되었을 때 재검증을 위한 추가적인 실험의 수행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반면 해석적 방
법은 공간의 제약이 없고, 한 번 검증이 이루어진 유한요소 모델에 대해서는 캐비닛 내부 구성품의 변
경에 따른 재검증이 비교적 쉽게 이루어 질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ABAQUS를 이용하여 단문형 캐비닛의 유한요소 모델을 구축하였고, Modal 해석을 수행하여 진동대
동특성 실험을 통한 실험값과의 비교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유한요소 모델은 16.8HZ(1st
mode)와 22.1Hz(2nd mode)에서 고유진동수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실험을 통해 나타난 고유
진동수인 16Hz(1st mode), 23Hz(2nd mode)와 비교하였을 때 frequency 및 mode shape의 유사함을
확인하여 유한요소 모델의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감사의 글
본 연구는 국토교통부/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플랜트연구사업(19IFIP-B128598-03)의 연구비지원
에 의해 수행되었습니다.

* 학생회원⋅경희대학교 사회기반시스템공학과 석사과정, seonggwan@khu.ac.kr -발표자
** 학생회원⋅경희대학교 사회기반시스템공학과 박사과정, shyoung0623@khu.ac.kr
*** 학생회원⋅경희대학교 사회기반시스템공학과 석사과정, so1110@khu.ac.kr
**** 종신회원⋅경희대학교 사회기반시스템공학과 조교수, bju2@khu.ac.kr -교신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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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2019-N23

스트럿 강성 및 단부벽체 강성에 따른 완전일체형
교량의 푸쉬오버 변수해석
Pushover Parametric Analyses of Integral Bridge along with
Strut and Back Wall Stiffness
안제혁* 곽재영** 최병호***

*

요 지
본 논문의 대상이 되는 스트럿 보강 교각을 가진 완전일체형 교량은 상부구조와 하부구조를 일체로
강결시킨 구조형식의 교량으로, 교량 중앙에 설치된 큰 강성을 가진 스트럿 보강 교각이 지진하중이나
제동 하중 등의 수평 하중에 효과적으로 저항한다. 본 연구에서는 일체형 교량시스템의 수치해석 모델
을 정립하고 이의 비선형 해석 결과를 제시하였으며, 스트럿 강성 및 단부 벽체 강성과 같은 변수조합
에 따른 해석을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교량시스템에서 취약할 것으로 예상되는 교대부 및 스트럿 보
강 교각부 말뚝 기초 상단의 응력 분포를 확인하였다. 구조물 지진 안전성 해석 및 지반 공학용 해석
프로그램인 OpenSees를 이용하여 Pushover 변수해석을 수행하였으며, 지반 스프링 모델을 통해 지반-구
조물의 상호작용을 효과적으로 구현하였다. 또한 교대 말뚝 기초 상단 및 스트럿 보강 교각의 응력 및
강도 분포에 대한 해석적 연구 방법을 정립하였다.

* 학생회원⋅한밭대학교 토목공학과 석사과정, ajh8710@hanbat.ac.kr -발표자
** 정회원⋅한밭대학교 건설안전기술연구소, mi121914@hanbat.ac.kr
*** 종신회원⋅한밭대학교 건설환경공학과 교수 -교신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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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2019-N27

순환골재 콘크리트충전 강관(CFT)기둥의 반복축하중 거동
Cyclic Loading Behaviors of Concrete Filled Steel Tube (CFT)
Columns Using Recycled Aggregate
최원호* 최성모**
*

요 지
천연골재를 대체하여 순환골재를 활용한 콘크리트는 건설폐기물을 줄이고 환경적으로 미래지향적인
소재이다. 그러나 구조체 사용에는 순환골재 품질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제한적이다. 본 연구는 기
둥 부재로서의 사용 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해 순환골재 콘크리트를 채운 RCFT(Recycled Concrete
Filled Tube)기둥 24개 실험체의 압축거동 확인을 목표로 진행하였다. 실험 변수로는 강관의 형태, 콘
크리트 강도(50MPa, 60MPa), 판폭두께비이다. 모든 실험체는 반복중심 압축가력으로 진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순환골재 콘크리트의 지진하중에 대한 거동을 확인하였다.

감사의 글
본 연구는 한국연구재단 이공학개인 기초연구지원사업지원으로 (201803082018) 지원으로 수행되었
으며 이에 감사드립니다.

* 학생회원⋅서울시립대학교 건축학부, zxccwh@naver.com -발표자
** 종신회원⋅서울시립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cfst62@uos.ac.kr -교신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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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2019-N28

연성능력 향상을 위한 FRP 보강 RC기둥의 반복하중가력 실험
The Experiment of the Ductile Performance of FRP Reinforced
RC Columns Forcing Repeated Load
이태훈* 최성모**
*

요 지
최근 한국에서 큰 규모의 지진이 발생함에 따라 지진의 위험성에 대한 인식이 증가하였다. 이러한
현상으로 인하여 건물의 내진성능의 필요성 역시 증가하는 추세이다. 특히 국내에서 주로 사용되는 필
로티 구조물이 내진성능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진하중 작용 시 취성 파괴가 발생할 수 있다. 따
라서 지진하중 작용 시 내진성능을 확보하고 취성파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로티 RC 기둥의 섬유강
화폴리머(FRP)보강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RC기둥 실험체의 FRP 보
강 내진성능 향상 확인 실험을 진행하였다. 섬유의 종류, 보강 면적 및 Strip 유무 등을 변수로 하여
RC기둥에 FRP 보강한 실험체를 반복가력 실험을 진행하였다.

감사의 글
본 논문은 국토교통기술촉진연구사업 (19-CTAP-C142864-02)의 지원에 의해 작성되었습니다.

* 학생회원⋅서울시립대학교 건축학부, th12021202@naver.com -발표자
** 종신회원⋅서울시립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cfst62@uos.ac.kr -교신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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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2019-N29

외부보강용 원형강봉 댐퍼적용 건축구조물의 내진성능 실험
Seismic Performance Experiment of Building Structures with
Round Steel Bar Damper for External Reinforcement
구자용* 최성모**
*

요 지
최근 한국에 발생한 큰 규모의 지진으로 인하여 저층구조물에 피해가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지진에
취약한 내진보강이 이루어지지 않은 저층구조물에 대한 내진보강이 필요시 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
는 저층구조물의 내진보강의 방법으로 외부보강용 원형강봉 댐퍼를 제시하고, 내진성능을 확인하였다.
내진성능 실험은 2층 철근콘크리트 라멘골조에 외부보강용 CFT골조 그리고 댐퍼를 연결하여 유사동
적하중으로 가력 하였다. 실험체의 원형강봉 댐퍼 보강 유무를 변수 무보강 실험체 1개와 보강실험체
2개에 대한 실험을 진행하였다. 실험 결과 무보강 실험체에 비해 보강 실험체는 강성, 강도 및 연성이
상승하였다. 따라서 외부보강용 원형강봉 댐퍼 보강을 통해 구조물의 내진성능이 향상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감사의 글
본 논문은 재난안전 산업육성지원 사업(2018-MOIS32-007-01010100-2018)의 지원에 의해 작성
되었습니다.

* 학생회원⋅서울시립대학교, wkdyd1020@naver.com -발표자
** 종신회원⋅서울시립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cfst62@uos.ac.kr -교신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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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2019-N22

프리캐스트 바닥판 이음부의 차량 윤하중에 대한 가속도 특성 분석
Analysis of the connected precast panels to the tracking test machine
이규세*

*

요 지
교량 위를 지나는 차량하중에 의한 동적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바닥판을 프리캐스트로 제작하여
루프이음으로 연결한 단순교에 발생하는 현상을 실험적으로 분석하였다. 그 중 시간이력해석 및 동적
해석의 기초자료가 되는 가속도를 파악하여 분석하므로 실제차량에 대한 구조물의 동적응답을 이용하
여 바닥판의 국부적 영향과 특히 이동질량의 동적영향을 파악하는데 매우 중요한 실험이 될 수 있다.

* 종신회원⋅선문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 gyusyi@sunmoon.ac.kr -발표자, 교신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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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 세션

KO-2019-N10

재난 위험도 평가 시스템을 통한 국내 고층건물 구조위험도 평가
Structural Risk Assessment of High-Rise Buildings in Korea
through Disaster Risk Assessment System
김고은* 김태영** 주영규***

*

요 지
As the demand for high-rise buildings in Korea has recently increased and disasters such as
fire and earthquake have frequently occurred, the importance of techniques for evaluating the
structural risk of high-rise buildings is internationally increased. Therefore, a domestic structural
guideline is essential point in order to reduce the risk of a complex disaster in advance and deal
with an urgent situation for them. Through the international study cases and investigating the
disasters, causing terrible problems about structural members, such as terrors, fire, earthquake,
winds, the purpose is finishing the integrated disaster risk assessment models focused on the
high-rise buildings in Korea. The reliable of risk assessment method was concluded by analyzing
the simulation results for domestic high-rise buildings based on the detailed evaluation items like
structural systems, structural members, and non-structrual materials. As a result, the platform was
developed which the risk assessment is possible and it is predicted that effective responses of
disaster risk management in future will be possible. This paper shows the analysis of the
assessment items about structural system and simulation results, moreover, the risk assessment
method was proposed.

감사의 글
이 논문은 행정안전부장관의 지진방재분야 전문인력 양성사업과 2019년도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
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17R1A2B4004653)

* 학생회원⋅고려대학교 건축사회환경공학부 석사과정, goeun9558@naver.com -발표자
** 비회원⋅고려대학교 건축학과, ty31.kim@gmail.com
*** 정회원⋅고려대학교 건축사회환경공학부 교수, tallsite@korea.ac.kr -교신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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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벽에 걸리는 토압저감을 위한 최적의 지오폼 형상
Optimum geometry for each earth pressure reduction on Retaining Walls
정연욱* 김재경** 강준석***

*

요 지
조경, 건설, 토목 등 여러 분야에서 옹벽의 활용은 매우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최근 지속가능개
발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으며, 이를 위해 옹벽의 안전성을 높이는 것도 주요한 쟁점이 되고 있
다. 옹벽의 안전성을 높이는 방법의 하나로 옹벽이 받는 수평토압을 감소시키는 것이 있다. 본 연구에
서는 지오폼(geofoam)을 이용하여 옹벽이 받는 수평토압을 저감시키는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하였다.
다양한 형태의 지오폼을 옹벽에 적용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옹벽에 작용하는 수평토압을 저감시킬
수 있는 지오폼의 최적형태를 찾아보고자 하였다. 또한 개발된 해석모델을 기존 실험데이터와 비교를
통해 검증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향후 지오폼을 활용한 옹벽설계 및 시공 시에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것이다.

감사의 글
본 연구는 기초과학연구원 및 교육부 한국연구재단사업 (NRF-2018R1D1A1B07045027)의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으며 이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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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벽 탄소나노튜브 합성 복합재로 보강된
콘크리트 판구조의 고에너지 충격거동
High Energy Impact Behaviors of Concrete Plate Strcutures
reinforced by MWCNT Composites
사봉권* 김규동** 최형배*** 이상열****

*

요 지
본 연구는 다중벽 탄소나노튜브(MWCNT)를 합성한 복합소재로 보강된 콘크리트 판구조의 고에너
지 충격거동을 다룬다. 탄소나노튜브는 소량의 합성비율만으로 강성 증가를 비롯하여 충격 및 연성에
유리하여 내진보강 등에 적용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비교적 저가이면서 상용화가 가능한 다중벽
탄소나노튜브를 수지에 합성하고, CFRP 또는 AFRP로 보강된 복합재를 새롭게 구성하고, 이를 콘크
리트에 보강하여 낙하충격과 같은 고에너지 동적 하중에 의한 상세거동 실험을 수행하였다. 또한, 온
도변화 등 극한 환경에서의 보수보강 성능의 변화 여부를 상세 분석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고에너지
충격(지진 등) 및 극한환경에서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감사의 글
본 논문은 중소기업청에서 지원하는 2018년도 도약기술개발사업(No.S2600495)의 연구수행으로 인
한 결과임을 밝힙니다. 또한, 이 논문은 행정안전부장관의 방재안전분야 전문인력 양성사업으로 지원
되었습니다.

* 정회원⋅안동대학교 토목공학과, bksa1131@hanmail.net -발표자
** 정회원⋅㈜예성엔지니어링 과장, kkd1514@naver.com
*** 학생회원⋅안동대학교 토목공학과, chb577@naver.com
**** 종신회원⋅안동대학교 토목공학과 부교수, lsy@anu.ac.kr -교신저자

85

구두 세션

KO-2019-N17

지진 하중을 받는 EPS Geofoam이 적용된
콘크리트 터널에 관한 해석 연구
Numerical Analysis of Concrete Tunnel with Application of
Expanded Polystyrene Geofoam Subjected to Seismic Loading
Catuira, Mabel* Nguyen, Xuan Tung ** Aloload, Shane*** 박종섭****
*

요 지
This study presents the numerical analysis of concrete tunnel with the application of expanded
polystyrene (EPS) geofoam subjected to seismic loading. A universal finite element analysis
program, ABAQUS. was used to model and analyze the behavior of the structure. For this paper.
a three-dimensional finite element model of tunnel-soil system was used for simulation. An
unreinforced concrete was considered for the tunnel and the time-history data of El Centro
North-South component was chosen for seismic loading. Drucker-Prager failure criteria was used
to model clayey soil medium and Mohr-Coulumb failure criteria for sandy soil material. The use
of infinite element was adopted to eliminate the reflections of waves back to the domain in the
simulation. The structure is analyzed under different parameters such as variation of soil type,
buried depth, and application of expanded polystyrene geofoam on buried structure. The results
obtained from finite element analysis showed that the variation in soil type significantly affects
the seismic response of the structure and the use of EPS geofoam is effective at load reduction.

* 학생회원⋅상명대학교 건설시스템공학과 석사과정, shane.alolod@gmail.com -발표자
** 비회원⋅상명대학교 건설시스템공학과 박사과정
*** 학생회원⋅상명대학교 건설시스템공학과 석사과정
**** 정회원⋅상명대학교 건설시스템공학과 교수, jonpark@smu.ac.kr -교신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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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2019-N24

온도영향을 받는 강 및 합성 I형보의 휨강도에 대한 고찰
Investigation of Flexural Strength of Steel and
Composited I-beams Subjected to Elevated Temperature
Nguyen, Xuan Tung* Catuira, Mabel** Aloload, Shane*** 박종섭*****

요 지
The buckling behavior of steel beams under elevated temperature has been studied by many
researchers because the reduction in steel structural material properties change rapidly with high
temperature and lead to the buckling failure of the structure.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the
inelastic lateral-torsion buckling behavior of steel beams with compact cross sections subjected to
pure bending for the case of fire. The fire exposed to the compression flange, the tension flange
and the whole beam. A finite element analysis program, ABAQUS, was used to model and
analyze the inelastic buckling behavior of the beams. The combined effect of residual stress and
geometrical imperfection on inelastic buckling strengths of beams under fire were considered. The
inelastic buckling capacity of steel beams decreased rapidly when subjected to fire on compression
flange and whole beam. In case the tensile flange of beams was exposed to fire, the inelastic
buckling capacity of steel beam decreased slowly.

* 비회원⋅상명대학교 건설시스템공학과 박사과정 -발표자
** 학생회원⋅상명대학교 건설시스템공학과 석사과정
*** 학생회원⋅상명대학교 건설시스템공학과 석사과정
**** 정회원⋅상명대학교 건설시스템공학과 교수, jonpark@smu.ac.kr -교신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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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하중에 의한 Double Beam System(DBS)
보-기둥 접합부 성능평가
Performance of DBS Beam-Columns Connection under Cyclic Loading
류재용* 최성모**
*

요 지
지상에 적용되는 Double Beam System(DBS)은 기둥 양옆으로 이중격자보를 사용함으로 횡하중에
대한 저항성능을 향상시키고, 정모멘트를 감소시켜 처짐을 억제함으로써 장스팬 구조를 가능하게 할
수 있다. DBS는 보 단면 크기를 최소화함으로써 경량화를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공법이다. DBS의
기둥-보 접합부 내진성능평가를 위한 실험체의 크기는 SRC(800×800㎜)기둥, DBS(7150×2850㎜)이
다. DBS 양단부를 단순지지 시킨 후, 기둥 상단에 ANSI/AISC341-16에 의한 반복가력 하중을 가하
였다. 하중-변위 결과를 통해, 설계기준 대비 내력 증가와 에너지소산능력을 평가하였다.

* 학생회원⋅서울시립대학교 건축공학과 박사과정, ryufeel@uos.ac.kr -발표자
** 종신회원⋅서울시립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smc@uos.ac.kr -교신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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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2019-N02

배큠 백 몰딩 방식으로 제작한 바잘트 시트의
인장 강도 실험 및 해석
Experimental Study and Analysis on the Tensile Strength of
Basalt Sheet made of Vacuum Bag Molding
정윤지* 권순철** 김대진*** 김선희**** 최기봉*****
*

요 지
바잘트(Basalt)는 현무암에서 만들어진 천연 섬유로, 열과 부식에 강하다. 바잘트 섬유는 유리 섬유
보다 강도가 강하고 탄소 섬유보다는 연성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어 최근 바잘트 섬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바잘트 시트를 활용한 구조물의 내진 보강 설계 및 실험을 위한 기초
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바잘트 섬유 시트의 인장 강도 실험을 수행하였고 유한요소해석 결과와 비교
하였다. 실험 결과, 탄성계수는 18.2GPa, 극한 강도는 380.4MPa로 나타났으며 유한요소해석 결과, 극
한 강도 오차율은 1.5%로 나타났다.

감사의 글
이 연구는 2018년도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습
니다(No.NRF-2018R1D1A1B07042595). 이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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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LASH System의 비재하 소형 가열 실험
A Small-scale Heating Test of iFLASH System without Loading
김별이* Tian Yunqi** 박민재*** 주영규****
*

요 지
iFLASH

System(innovative, Fireproof,

Light-weighted,

Absorved, Shallowed

Hybrid

Floor

System) is a composite floor system infilled with PCM(Phase Change Material) between upper
and lower steel plates. The system has been developed as fire resistant floor system without fire
protective coating. In Korea, floor system must meet 2 hours fire resistance decided by full-scale
furnace tests to be applied at all buildings. However, the full-scale furnace tests take long time
and high costs in korea. In this study, small-sized iFLASH System with different thickness of
PCM and hollow sphere injection was tested. The elevated temperature of specimen was measured
through the thermocouple and its thermal insulation performance was evaluated by the tests
compared with the international criteria. The results was based on not only understanding of
thermal insulation, but also guidance in thermal transfer analysis of the system.

감사의 글
이 연구는 2019년도 한국연구재단,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행정안전부장관의 지진방재분야 전문인
력 양성사업으로 지원되었습니다. 과제번호: 2017R1A2B 3006531, 19AUDP-B10034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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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강도 바잘트 섬유시트의 압축강도에 관한 실험 및 해석적 연구
Experimental and Analytical Studies on Compressive
strength of High Strength Basalt Fiber Sheet
김대진* 권순철** 정윤지*** 김선희**** 최기봉*****
*

요 지
본 연구에서는 고강도 바잘트 섬유시트의 압축강도를 파악하기 위해 실험 및 해석적 연구를 수행하
였다. 고강도 바잘트 섬유시트의 압축시험은 ASTM D3410/3410M에 따라 수행하였다. 시험은 압축
시편의 파단 시까지 하중을 가하여 압축강도를 도출하였다. 유한요소해석에 사용한 시편의 물성치는
시험을 통하여 도출한 고강도 바잘트 섬유시트의 탄성계수와 프와송비를 적용하여 수행하였다. 압축시
험과 유한요소해석으로 도출한 압축강도를 비교하였다.

감사의 글
이 논문은 2018년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기초연구사업
(No. NRF-2018R1D1A1B07042595) 지원으로 수행되었으며 이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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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FRP Tube 및 강관으로 구속된 FSCC의
하중-변형률 곡선 예측에 관한 실험적 연구
An experimental study on the estimation of load-strain curve for
FSCC confined with GFRP Tube and steel tube
권순철* 김선희** 최원창***

*

요 지
최근 국외에서는 나선철근이나 띠철근으로 보강된 횡보강 된 콘크리트의 외부를 FRP로 구속한 압
축재 (FRP Steel Confined Concrete, FSCC)의 설계모델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
나, 이러한 연구들은 주로 띠철근이나 나선철근으로 콘크리트를 횡구속 한 FSCC인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강관을 사용하여 콘크리트를 횡구속 한 FSCC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따
라서, 본 연구에서는 콘크리트를 GFRP Tube와 강관으로 구속한 FSCC에 대한 수치해석 및 1축압축
실험을 수행하였다. FSCC의 수치해석은 Lam 등(2016)의 응력-변형률 모델에 기초하여 수행하였고,
수치해석 결과는 1축압축실험 결과와 비교하였다.

감사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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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온 및 고온에 노출된 FRP 보강 부재의 부착강도
FRP Strengthened Members exposed to Ambient and Elevated Temperatures
민정기* 노광근** 염경수*** 최성모****

*

요 지
FRP(Firber Reinforced Polymers)는 접착제를 사용하여 부재의 외부에 적용되기 때문에 고온에 매
우 취약한 성능을 가진다. FRP와 부재 사이에서 계면이 비교적 딱딱한 재료에서 점성재료로 바뀌는
유리전이 온도에 도달하게 되면 결합특성(전단계수 및 접착강도)이 저하되고 슬립이 발생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FRP로 보강된 콘크리트 및 강재를 대상으로 연소실험을 수행하고 상온시 부착강도와
비교하였다.

감사의 글
본 연구는 국토교통부 국토교통기술촉진연구사업의 연구비 지원(19CTAP-C142864-02)에 의해 수
행되었습니다.

* 정회원⋅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선임연구원, jkm927@kcl.re.kr -발표자, 교신저자
** 비회원⋅㈜희상라인포스
*** 비회원⋅㈜액트파트너
**** 종신회원⋅서울시립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smc@uos.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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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중 아치 구조물의 적용되는 ETI와 ITI의 구조적 효과
Structureal Effect of ETI and ITI Applied to Buried Arch Structures
이정준* 강준석**
*

요 지
지중 아치 구조물의 하중을 경감하기 위해 EPS GEOFOAM를 적용하였을 때, 적용 형상에 따른 하
중 저감효과를 비교해 보기 위하여, 지중 아치 상부에만 EPS GEOFOAM를 설치한 모델(이후
ITI(Imperfect Trench Installation))과, 지중 아치를 감싸도록 설치한 EPS GEOFOAM 모델(이후
ETI(Embedded Trench Installation)을 구성하였다. 모델은 실제 지중 아치 형상을 본떠 만들었으며,
축대칭이므로 절반만 모델링하였다. 그 결과 토압 경감 및 전체적인 하중의 경감에는 ETI 모델이 좀
더 좋은 결과를 보였다. 그와 대비되게 ITI는 하중 감소폭이 더 적었으나, 응력 감소량이 더 크게 나
타났다. 또한 두 모델에서 응력 분포 및 변위가 확연히 다르게 나타났으며, 서로 반대되는 경향을 보
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ETI 및 ITI가 지중 아치 구조물에 걸리는 토압을 크게 감소시킬 수 있음을
보였다, 또한 ETI 및 ITI를 지중 구조물에 적용 시 나타날 수 있는 구조적 효과를 정량적으로 보여주
어, 향후 설계 가이드라인 개발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사료된다.

감사의 글
본 연구는 국토교통부 국토교통기술촉진사업(18-TCAP-C132633-02)의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으며
이에 감사드립니다.

* 학생회원⋅서울대학교 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 석사과정, lcapyy6@snu.ac.kr -발표자
** 정회원⋅서울대학교 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 조교수, junkang@snu.ac.kr -교신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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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2019-S01

수력플랜트 내 설치된 발전설비 고정부 앵커볼트의 구조성능 평가
Structural Performance Evaluation for Anchor Bolts of
Power Generating Equipment Installed in Hydro Power Plant
김동익* 김민기** 이상문*** 정우영****
Dongik Kim* · Minki Kim** · Sangmoon Lee*** · Wooyoung Jung****
*

요

지

최근 우리나라에 지진이 발생하는 빈도가 늘어남에 따라 내진설계가 중요시 되고 있지만 발전플랜
트 내 비 구조요소에 대한 내진설계가 미비하여 지진발생시 비 구조요소인 발전설비의 손상을 일으켜
기능적으로 마비가 되어 사회적으로 큰 피해를 일으킬 수 있다. 이러한 피해를 줄이고자 현장 설치된
발전설비 중 전기패널을 대상으로 선정하여 내진성능 검증 연구의 기초연구로써 본 연구는 전기패널
을 고정하는 현장설치 앵커볼트의 성능시험을 진행하였다. 현장설치 조건을 고려하여 선설치 앵커볼트
에 해당하는 J형 앵커볼트 직경 M10, M12 사이즈를 시험 대상으로 선정하고 700x700x220mm3 사
이즈의 콘크리트에 매입하여 시험체를 준비하였다. 그리고 ASTM 488-96 기준을 참고하여 M10,
M12 사이즈 각각 인발 및 전단 시험을 진행하였다. 현장설치 앵커볼트의 성능시험 결과 앵커볼트 부
재의 파괴가 일어났고 성능시험 데이터를 바탕으로 Abaqus 해석 프로그램을 이용한 수치해석 모델
제작을 수행하였다.

감사의 글
본 연구는 국토교통부 플랜트연구사업의 연구비지원(19IFIP-B128598-03)에 의해 수행되었습니다.

* 비회원⋅강릉원주대학교 토목공학과 석사과정, zziiaalyy@naver.com -발표자
** 비회원⋅강릉원주대학교 토목공학과 석사과정
*** 비회원⋅강릉원주대학교 토목공학과 박사과정
**** 종신회원⋅강릉원주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 woojung@gwnu.ac.kr -교신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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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중 및 매입깊이 변수에 따른 앵커의 전단-인장하중
상관관계 곡선변화에 대한 실험적 연구
An Experimental Study on the Shear-Tensile Load Correlation Curve of
Anchors by Load and Depth Variables
정영석* 김진섭** 권민호***
Youngsuk Jung* · Jinsub Kim** · Minho Kwon***
*

요

지

건설분야의 다방면에서 앵커시스템을 활용한 부재간의 정작 및 연결이 이루어지며 이러한 연결부의
성능을 정확히 평가하는 것이 안전한 구조물의 설계에 중요한 사항으로 적용된다. 콘크리트용 앵커는
콘크리트 구조설계 기준, ACI-18 등에서 앵커의 인장과 전단성능에 대한 설계식을 제안하고 있다, 그
리고 인장과 전단이 동시에 작용하는 복합하중에 대해서 전통적으로 사용되어온 타원식과 3선형 제안
식의 검토방법을 소개하고 있다. 우선 본 연구는 실험을 통해서 하중조합 변화에 따른 전단-인장하중
상관관계 곡선의 변화를 도출하고, 타원식 또는 3선형 형식의 앵커의 성능설계 방법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설치 앵커에 대하여 인장하중 또는 전단하중을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경우를 변수로 설정하여 가력각도와 유효 매입깊이를 변수로 설정하였다. 다음으로 앵커 직경, 가력각
도 그리고 매입깊이를 고려하여 무근 조건의 콘크리트 시험체를 개획하고, 실험을 통하여 매입깊이에
따른 앵커의 전단-인장하중 상관관계 곡선을 도출하였다. 실험을 통해서 도출된 결과를 분석한 다음
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 하중의 가력 각도가 30 이하인 경우 앵커 재료의 전단강도가 주요
한 파괴모드로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전단을 주로 받는 앵커 고
정부의 경우 전단에 의한 콘크리트 파괴모드에 대한 충분한 안전율을 확보하고, 앵커의 재료의 전단강
도에 맞춰 안전율을 확보하는 것이 앵커의 성능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일 것으로 판단
된다.

감사의 글
본 연구는 국토교통부 플랜트연구사업의 연구비지원(19IFIP-B128598-03)에 의해 수행되었습니다.

* 종신회원⋅경상대학교 토목공학과 박사과정, bihimos@gmail.com -발표자
** 종신회원⋅경상대학교 토목공학과 조교수
*** 종신회원⋅경상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 -교신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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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나리오 기반 현장설치 앵커의 지진취약도 평가
Seismic Fragility Evaluation of Cast-In-Place Anchor based on Seismic Scenario
손호영* 소우빈** 박성관*** 주부석****
Hoyoung Son* · Woobin So** · Sunggwan Park*** · Buseog Ju****
*

요

지

최근 들어 경주 및 포항 지진으로 인해 많은 인명손실과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였으며 국민들의 지
진피해에 대한 불안감이 증가하였다. 지진의 경우 과거에 발생한 지진과 동일한 지진이 발생할 경우는
0%에 가까우며 이는 주기, 진앙거리, 빈도 등의 다양한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주 및
포항지진은 고주파 영역의 성분을 많이 포함하고 있어 구조적피해이외에 비구조적 요소의 피해가 두
드러지게 발생하였다. 이러한 비구조적 요소의 경우 앵커시스템으로 고정되어진다. 캐비넷과 같은 비
구조적 요소는 지반운동에 의한 직접적인 피해를 받는 경우 이외에도 앵커시스템의 파괴로 인해 지지
력이 상실되어 전도되거나 미끄러짐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앵커시스템의 파괴는 캐비넷의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기능적 손상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진파의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지진 시나리오를 구축하고 이를 입력지진으로 적용하여 캐비넷을 지지하고 있는 선설치 앵
커의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인 지진 취약도 평가를 수행하고자 한다.

감사의 글
본 연구는 국토교통부 플랜트연구사업의 연구비지원(19IFIP-B128598-03)에 의해 수행되었습니다.

* 학생회원⋅경희대학교 사회기반시스템공학과 박사과정
** 학생회원⋅경희대학교 사회기반시스템공학과 석사과정
*** 학생회원⋅경희대학교 사회기반시스템공학과 석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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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력발전소 RTU패널의 내진성능평가를 위한 진동대 시험
Seismic Performance Evaluation for RTU Panel of
Hydroelectric Power Plants by Shaking Table Tests
윤다운* 신용재** 전법규*** 정우영****
Dawoon Yun* · Yongjae Shin** · Bubgyu Jeon*** · Wooyoung Jung****
*

요

지

최근 전 세계적으로 지진발생 빈도와 지진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경우 2016년 경주지진
과 2017년 포항지진의 발생으로 상당수의 지진피해가 보고되었다. 국내외 지진피해사례를 살펴보면
구조요소보다 비구조요소의 피해가 많이 발생하였다. 비구조요소 중 전기패널은 전기회로의 유지 및
중앙제어, 통신 등과 같이 시설의 고유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쓰이는 중요한 기기이다. 따라서 시설안
전과 관련된 기기의 손상은 인명과 재산피해를 동반하는 중대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국내 원자력
발전소는 엄격한 내진성능 검증을 수행하여 주요 기기의 안전을 확보하고 있으며, 방송통신설비는 실
증시험 등을 수행하여 기본적인 내진성능을 검증하도록 하고 있으나 수력발전소의 경우 이러한 내진
성능검증 절차 및 방법이 별도로 정리되어있지 않으며, 시험적인 방법으로 적용 기기의 내진성능 검증
이 수행된 예는 극히 드물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진동대 시험으로 수력발전소에 적용되는 전기패널
의 내진성능평가를 수행하고자 하였다. RTU(remote terminal unit)는 전자제어장치의 일종으로 데이
터 전송을 담당하는 기기로서 복잡한 회로와 릴레이가 적용된다. 선행연구를 통해 릴레이는 지진하중
에 의하여 채터링이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실제 수력발전소에
서 최근까지 사용된 RTU패널을 확보하여 진동대 시험을 수행하였다. 입력 지진동은 국내 기록지진과
인공지진의 가속도 배율을 조정하여 RTU패널에 손상이 발생할 때 까지 가진하였으며 앵커하중응답과
구조적거동특성, 기능유지여부를 확인하였다.

감사의 글
본 연구는 국토교통부 플랜트연구사업의 연구비지원(19IFIP-B128598-03)에 의해 수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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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력발전설비의 비정상 수충격 해석모형 개발
Development of Unsteady Water Hammer Analysis Model for
Hydroelectric Power Plant
남명준* 이재영**
Myeongjun Nam · Jaeyoung Lee
*

요

지

본 연구에서는 수력발전설비의 수충격해석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수충격 해석프로그램은
MOC-FDM을 기반으로 개발되었으며, 1차 개발단계인 관로의 비정상유동해석을 위한 밸브와 펌프의
경계조건을 반영하여 검증하였으며, 해석결과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2차 개발단계로,
발전설비에 맞는 터빈 경계조건을 추가하였으며, 터빈의 긴급정지에 의해 발생한 수충격 해석을 실시
하였다. 해석결과, 긴급정지에 의한 수충격 현상을 합리적으로 모의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개발된
모형의 타당성 검증을 위해 발전설비의 전력네트워크 및 수충격 해석 상용모델인 SIMSEN을 개념모
델에 적용한 수치해석결과와 개발모형의 수치해석결과를 비교 검증하였다. 각 프로그램에서 수압철관
에 발생하는 압력수두의 오차는 10% 이내로 모의되었고, 수충격에 의해 발생된 진동의 크기와 최초발
생 이후 점차 감쇄되는 현상의 패턴도 유사하게 모의되었다.

감사의 글
본 연구는 국토교통부 플랜트연구사업의 연구비지원(19IFIP-B128598-03)에 의해 수행되었습니다.

* 비회원⋅㈜ 신우엔지니어링 대리
** 비회원⋅㈜ 신우엔지니어링 연구소장, vennard386@gmail.com -교신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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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0-2019-S06

수치 모델을 이용한 전기 캐비닛의 앵커리지 거동 특성 분석
Analysis of the Mechanism for Anchorage Behavior Characteristics of
the Electrical Cabinet by Using a Numerical Model
이상문* 이옥준** 정우영***
Sangmoon Lee* · Okjun Lee** · Wooyoung Jung***
*

요

지

최근 지진 피해사례에 관한 보고서에 따르면 구조적 구성 요소가 아닌 비구조적 구성 요소의 손상
과 파괴로 인한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또한 비구조적 구성 요소의 지진 피해에 대한
복구비용이 전체 지진 복구비용의 상당 부분을 차지함을 명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은 비구조적 요소인 전기 캐비닛에 대하여 지진 시 취약점으로 판단되는 콘크리트 슬래브와
연결하는 앵커리지의 성능을 시험 및 수치 해석을 통해 조사 하였다. 수치 해석에서 지진 하중을 성능
평가 기준하중으로 고려하였으며, 그 결과는 진동 테이블 시험 데이터와 비교하였다. FE 모델은 세 그
룹(캐비닛 몸체, 바닥 지그 및 앵커 볼트)으로 구성되며 총 55,000 개의 Nodes와 99,800 개의
Elements가 수치 해석에 적용되었다. 캐비닛 본체와 바닥 지그 사이의 접촉면은 Contact Function을
사용하여 슬라이딩 효과를 갖도록 모델링 하였다. 결과적으로, 지진 하중으로 인한 상승 모드로 캐비
닛 바닥에 진동 모드가 발생했기 때문에 수치 결과와 시험 결과 간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앞
으로의 연구에서 앵커리지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에 대한 추가 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
단된다.

감사의 글
본 연구는 국토교통부 플랜트연구사업의 연구비지원(19IFIP-B128598-03)에 의해 수행되었습니다.

* 비회원⋅강릉원주대학교 토목공학과 박사과정, sunnybob1@naver.com -발표자
** 비회원⋅강릉원주대학교 토목공학과 석사과정
*** 종신회원⋅강릉원주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 woojung@gwnu.ac.kr -교신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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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2019-S07

CFRP 표면매립 긴장보강 공법
Strengthening System with Prestressed Near Surface Mounted CFRP Tendon
정우태* 박희범** 강재윤*** 박종섭**** 김상현*****
Woo-tai Jung* · Hee-beom Park** · Jae-yoon Kang*** · Jong-Sup Park**** · Sang-Hyun Kim*****
*

요

지

대한민국 교량의 상부구조형식은 RC 슬래브, 라멘, PSC I 거더교와 같은 콘크리트 교량이 70% 이
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공용년수가 30년 이상된 성능향상이 필요한 2등교 이하 교량은 20%로 나타났
다. 노후된 콘크리트 교량을 보강하는 방법으로 외부 긴장 보강 및 외부 부착 보강이 사용되고 있지
만, 최근에는 비부식 재료를 사용하면서 긴장력을 도입하려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탄소섬유 긴장재를 사용하여 긴장력을 구조물에 도입하는 새로운 긴장시스템을 개발하였다. 개발된 긴
장시스템은 탄소섬유 긴장재를 구조물에 매립하는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보강 전후 긴장재나 정착장
치가 노출되지 않기 때문에, 충돌, 화재, 부식 등의 외부 손상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
다. 본 논문에서는 표면매립 긴장보강공법의 실대형 실험 및 현장적용에 대해 서술하였다.

감사의 글
본 연구는 국토교통부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의 연구비지원(17SCIP-B128496-01)에 의해 수행되었
습니다.

* 정회원⋅한국건설기술연구원 수석연구원, woody@kict.re.kr -교신저자
** 정회원⋅한국건설기술연구원 수석연구원
*** 비회원⋅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연구위원
**** 비회원⋅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연구위원
***** 비회원⋅한국건설기술연구원 박사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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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2019-S08

탄소섬유시트 보강 슬래브의 부착부 탈락에 따른
보강성능 감소에 대한 수치적 분석
Numerical Analysis on Reduction of Reinforcement Performance of Slab due to
Detachment of Carbon Fiber Sheet
김병철* 박기태** 정규산*** 김유희****
Byeongcheol Kim* · Kitae Park** · Kyusan Jung*** · Yuhee Kim****
*

요

지

탄소섬유시트는 고성능 탄소섬유를 직물 형태로 제작한 것으로 강재에 비해 초고강도이며 탄성계
수도 1∼4배 이상이다. 또한 가볍고 가공성이 우수하며 부식되지 않기 때문에 콘크리트 구조물의 보
수⋅보강 재료로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탄소섬유시트 부착공법은 현장에서 간단한 도구를 이용한 수
작업만으로 구조물의 보강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형 장비의 진입하기 어려운 중소규모 노후 구조물의
보강 주로 활용되고 있다. 탄소섬유시트 부착공법은 시공 직후 미부착 부위가 남아있을 수 있고, 보강
된 구조물의 공용 중에 누수 및 콘크리트의 열화에 의해서 부착면에서 시트와 부재의 탈락이 발생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탄소섬유시트로 보강된 슬래브의 시트 탈락 면적 및 위치에 따른 내하력, 처짐 등
의 보강성능의 감소를 수치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된 결과는 탄소섬유시트 부착공법으로 보강된 구조
물의 보강수준평가 및 재보수 시점을 결정하데 활용될 수 있다.

감사의 글
이 연구는 국토교통부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의 연구비지원(과제번호:17SCIP-B128496-01)에 의해
수행되었습니다.

* 정회원⋅한국건설기술연구원 노후인프라센터 수석연구원, bckim@kict.re.kr -교신저자
** 정회원⋅한국건설기술연구원 노후인프라센터 선임연구위원
*** 정회원⋅한국건설기술연구원 노후인프라센터 수석연구원
**** 비회원⋅한국건설기술연구원 노후인프라센터 박사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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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2019-S09

콘크리트 포장 TRC 덧씌우기 공법 개발을 위한 예비연구
Preliminary study for the development of concrete pavement TRC overlay method
남정희* 김형열**
Jeong-Hee Nam* · Hyeongyeol Kim**
*

요

지

노후화된 무근콘크리트 포장에 대해 효과적인 유지보수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방안으로 도로 유지
보수형 TRC(Textile Reinforced Concrete) 복합체 설계 개념을 개발하였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줄
눈부 취약거동에 대해 텍스타일을 활용한 부분적 거동 허용형태인 CRCP(Continuously Reinforced
Concrete Pavement) 개념을 적용하였으며 구조해석을 통해 TRC 복합체 거동 분석을 수행하였다. 또
한 TRC 복합 포장 최적 공법 개발을 위한 예비적인 Mock-Up 실험체 6개를 제작하여 구조실험을
실시하였으며, 구조해석결과에서 도출된 도로적용 하중 범위 내에서(220 MPa,11,00 micro-strain수
준) 텍스타일이 철근 부재와 유사한 변위거동을 보이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유지보수 공법에서
가장 주요한 인자 중에 하나인 부착강도는 Pull-off방식으로 통해 1.18 MPa 강도 결과를 확인하는 예
비연구를 완료하였다.

감사의 글
본 연구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주요사업(과제번호:19주요-대-임무-텍스타일 활용 고성능 건설자
재 및 콘크리트 구조물 성능향상기술 개발(1/3))에 의해 수행되었습니다.

* 비회원⋅한국건설기술연구원 노후인프라센타 연구위원, archnam@kict.re.kr -교신저자
** 비회원⋅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인프라안전연구본부 선임연구위원

111

연구단/사업단세션2

KO-2019-S10

복합소재-강재 하이브리드 보강근 개발
Development of Composite-Steel Hybrid Reinforced Rebar
서동우* 김병철** 정규산*** 박기태****
Dong-Woo Seo* · Byeong-Cheol Kim** · Kyusan Jung*** · Ki-Tae Park****
*

요

지

본 연구에서는 고내구성⋅비부식 재료인 Fiber Reinforced Polymer(FRP)를 활용하여 해양⋅항만 신
설 구조물을 대상으로 기존 FRP 보강근의 적용상 문제점 및 한계점에 대한 원천적 성능향상 기술 연
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의 주목적은 고내구성⋅비부식 재료인 FRP의 단점으로 지적되어 온 낮은 탄
성계수를 향상시켜 염해에 의한 피해 가능성이 높은 해양환경에서 건설되고 있는 구조물에 적용할 수
있는 비부식 보강근을 개발하는 것이다. 5년에 걸친 연구를 통하여 가장 현실적이고 제작이 용이한 형
상은 철근을 FRP 코어에 삽입한 보강근(“FRP Hybrid Bar”)이라는 결론을 도출하여 시제품을 개발하
였다. FRP Hybrid Bar 시제품은 심재로 철근을 사용하여 일반 철근과 동일한 역학성능을 가지게 하
고, 철근 외부를 GFRP로 감아 부식으로부터 철근을 보호하며, 콘크리트와의 부착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표면에 규사를 코팅한 형태로 제작되었다. 궁극적으로는 철근의 대체재로 비부식 보강근(FRP
Hybrid Bar)을 신설 해양⋅항만 구조물 건설에 적용한다면 콘크리트 구조물의 수명 연장, 유지보수비
용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감사의 글
본 연구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주요사업(과제번호: 20190130-001)에 의해 수행되었습니다.

* 정회원⋅한국건설기술연구원 노후인프라센터 수석연구원, dwseo@kict.re.kr -교신저자
** 정회원⋅한국건설기술연구원 노후인프라센터 수석연구원
*** 정회원⋅한국건설기술연구원 노후인프라센터 수석연구원
**** 정회원⋅한국건설기술연구원 노후인프라센터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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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2019-S11

탄소섬유시트로 보강된 RC 보의 부착파괴
Debonding failure of RC beams strengthened with CFRP sheet
정규산* 박기태** 김병철***
Kyusan Jung* · Ki-Tae Park** · Byung-Cheol Kim***
*

요

지

탄소섬유시트로 보강된 RC(Reinforced Concrete) 보의 하중 증가에 따른 탄소섬유시트의 응력 및
부착파괴에 따른 보의 거동을 평가하기 위하여 기준실험체 1개와 탄소섬유시트에 광섬유를 배치한 4
개의 실험체를 제작하였고 3점 재하를 통한 구조실험을 수행하였다. 실험체는 폭 150 mm, 높이 220
mm의 직사각형 단면을 가지는 길이 2,400 mm이며, 인위적인 탄소섬유시트의 부착파괴를 유도하기
위한 주철근이 배근되었다. 단부박리를 위해 1개 실험체는 부착 길이를 50% 감소하여 비대칭으로 보
강하였며, 1개 실험체는 중앙 휨 균열에 의한 박리를 위해 전 지간에 해당하는 2,000 mm의 부착 길
이로 보강하였다. 또한, 2개의 실험체는 2겹의 CFRP sheet로 보강하였으며, 각각 콘크리트-CFRP
sheet, CFRP sheet-CFRP sheet 계면 사이의 길이 200 mm의 인위적인 비부착 구간을 고려하였다.
보강된 실험체는 매 15 kN의 하중 증가 마다 광섬유 계측을 실시하였으며, 파괴 시까지, 보의 중앙
처짐, 내부 철근과 탄소섬유시트의 인장변형률, 그리고 콘크리트의 압축변형률을 계측하였다. 실험 결
과를 통해, 변수별 의도된 부착파괴 거동을 확인하였고, 보강량에 따라 기준 실험체 최대하중 대비 약
133.6%∼157.3% 증가된 경향을 확인하였다. 향후, 광섬유 계측 결과와 전기저항식 변형률 게이지로
측정된 결과를 비교하여 광섬유 계측을 통한 보강재의 응력 평가와 CFRP sheet로 보강된 보의 거동
을 평가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감사의 글
본 연구는 국토교통부 건설기술연구개발사업의 연구비 지원(17SCIP-B128496-01)에 의해 수행되었
습니다.

* 정회원⋅한국건설기술연구원 노후인프라센터 수석연구원, jungkyusan@kict.re.kr -교신저자
** 정회원⋅한국건설기술연구원 노후인프라센터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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궤도틀림에 따른 무도상 판형교의 주행안전성 분석
Running Safety Analysis of an Open Deck Steel Railway Bridge
Considering Track Irregularity
채수호* 최상현**
Sooho Chae* · Sanghyun Choi**
*

요

지

현재 일반철도의 경우 선로유지관리지침에 제시된 관리기준에 따라 궤도틀림을 관리하고 있으나, 횡
방향 강성이 상대적으로 작은 것으로 알려진 무도상 판형교에 대한 기준의 적절성은 검토된 바 없는
상황이다. 이 연구에서는 유연다물체동적해석을 이용하여 무도상교량에 대한 궤도틀림 관리기준의 적
절성을 검토하였다. 해석은 상용프로그램인 VI-Rail을 이용하여 수행하였으며, 선로유지관리지침에 제
시된 고저틀림, 방향틀림, 뒤틀림, 수평틀림 및 궤간틀림에 대한 준공, 목표, 주의, 보수 및 속도제한기
준의 적절성을 검토하였다. 검토는 자갈궤도 구간과의 비교를 통하여 수행하였으며, 해석 결과 방향틀
림의 경우 현행 관리값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의 글
본 연구는 국토교통부 철도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연구비지원(과제번호 18RTRP-B137866-02)에 의
해 수행되었습니다.

* 학생회원⋅한국교통대학교 철도시설공학과 석사과정 -발표자
** 종신회원⋅한국교통대학교 철도공학부 교수, schoi@ut.ac.kr -교신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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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관입시험과 공압콘관입시험간의 상관관계를 통한
교량하부기초 상태평가 연구
A study on the evaluation of bridge foundation condition based on relationship
between standard penetration test and pneumatic cone penetration test
유현우* 오정호**
Hyunwoo Yoo* · Jeongho Oh**
*

요

지

최근 국내철도의 고속화 및 고중량화 경향에 따라 기존의 국내 무도상 철도교량 하부기초 상태평가
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교량하부기초 상태 평가를 위해서는 지지력 평가가 수행이 되어야 하
며, 대표적인 지반조사법 중의 하나인 표준관입시험(SPT)이 적용된다. 하지만, 표준관입시험은 현장조
건에 EI라 장비 운용에 대한 비용 및 적용성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공압콘관입시험을 활용하여 에너지 효율을 고려한 표준관입시험 측정치와의 상관관
계를 도출하여 적용성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이는 추후, 지하물리탐사 기법과 조합된 형태로 무도상
교량하부기초 상태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선제적인 연구라 할 수 있다.

감사의 글
본 연구는 국토교통부 철도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연구비지원(과제번호 18RTRP-B137866-02)에 의
해 수행되었습니다.

* 학생회원⋅한국교통대학교 철도공학부 석사과정
** 정회원⋅한국교통대학교 철도공학부 교수, j-oh@ut.ac.kr -교신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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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실험을 통한 판형교량 상 무도상 궤도의 종⋅횡방향 저항 특성
Longitudinal and Lateral Resistance Characteristics of Ballastless Track on Steel
Plate Girder Bridge by Laboratory Experiments
김학승* 황인영** 전병흔*** 김경호****

*

요

지

무도상 판형교량은 일반 철도교량의 보편적인 교량 중 하나로 바닥을 두지 않고 도상없이 주 거더
에 궤도가 직결되어진 구조로 과거 기술부족 등의 이유로 철도 노선 대부분에 부설되었다. 특히, 열차
통과 시 발생한 충격이 거더에 직접 전달되어 소음 및 진동과 교량 및 궤도구성품 등의 손상에 영향
을 미쳐 막대한 유지보수 비용이 발생한다. 무도상 교량의 레일 장대화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
으며, 이를 위해서는 무도상 궤도-교량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레일체결장치, 침목고정장치 등 실제 무도상 판형교에 설치되어 있는 궤도 구성품과 궤
광의 종방향 및 횡방향 저항력의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유도상화 시공을 위하여 철거된 실제 교량을
이송하여 실내 실험을 수행하였다. 실험 결과, 종방향 저항력은 수직 하중 비재하 시 무도상 판형교량
의 궤도의 자갈궤도와 콘크리트궤도 사이의 값으로 나타났으며, 횡방향 저항력은 신형 침목 고정장치
가 구형 침목 고정장치의 보다 대체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감사의 글
본 연구는 국토교통부 철도기술연구사업의 연구비지원(19RTRP-B137949-03)에 의해 수행되었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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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에이베스트
*** 비회원⋅㈜에이베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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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P 보강재의 따른 철도 무도상 철도 판형교의 보강 효과
Reinforcing Effect of FRP Material on Railway Plate Girder Bridges
현승혁* 황원섭** 이예슬***

*

요

지

도상이 없는 무도상 판형교의 경우 열차 하중이 교량에 직접적으로 전달된다. 그로 인해 상부구조에
작용되는 충격 및 진동이 더 크게 나타난다. 이를 보강하기 위하여 교량에 하부 브레이싱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해석 결과 강재를 이용한 하부브레이싱 설치로 수직방향 변위 및 가속도에 대한
보강효과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수평방향 결과 본 연구에서는 무도상 판형교에 대한 보강방안으로써
FRP 소재를 이용한 하부브레이싱 설치 방안을 검토하고 몇 가지 하부브레이싱 보강모델에 대해 FRP
소재와 강재의 보강효과를 유한요소 해석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비교하였다.

감사의 글
이 연구는 국토교통부 국토교통기술촉진연구사업(19RTRP-B137949-03)에 의해 수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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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회원⋅인하대학교 사회인프라공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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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대레일화에 따른 무도상 판형교 교각의 구조안전성 평가
Structural safety evaluation of ballastless plate girder
bridge pier with installation of continuous welded rail
김준희* 심형보**
Joon-Hee Kim* · Hyoung-Bo Sim**
*

요

지

무도상 판형교 철도교량의 장대레일화에 따라 교량 상부로부터 고정단 받침부를 통해 하부로 전달
되는 하중(시제동하중, 온도하중 등)에 대해 하부구조(받침, 교각, 기초 등)는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해
야 한다. 또한, 공용중인 무도상 판형교의 교각은 대부분 오래된 무근콘크리트 중력식교각으로 교각의
중간이나 하단부에 시공이음부가 있어서 이에 대한 구조적 안전성 검토가 중요하다. 콘크리트구조기준
(국토해양부, 2012)에서의 무근콘크리트 강도식을 적용하여 기존 2개 판형교에 적용한 결과, 지배적인
파괴모드는 휨파괴로 나타났으며 단면휨강도에 대응하는 전단력은 각각 400 kN, 690 kN으로 분석되
었다. 시공이음부는 상부구조로부터 전달되는 수평하중에 대해 기본적으로 콘크리트간 마찰로 저항하
는 취약한 구조로 교각 전도에 대한 구조적 안전성 검토가 중요하다. 시공이음부의 전도에 대한 구조
검토 시 저항력은 교각의 수직방향 축력과 시공이음부에서의 콘크리트 인장강도를 고려하여 검토할
수 있다. 시공이음부의 인장강도는 기존의 연구결과들을 참고하여 일반구간의 30%만 유효한 것으로
가정하였다. 이 제안식을 일부 판형교에 적용한 결과, 교각구체내 시공이음부의 강도(저항모멘트/교각
상단부까지의 높이)는 440 kN, 교각-기초 시공이음부의 강도는 460 kN으로 산정되었다. 무도상 교
량의 장대레일화에 따라 상부구조로부터 고정단 받침이 있는 교각에 전달되는 하중이 위의 교각 및
시공이음부의 강도보다 클 경우 적절한 보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감사의 글
본 연구는 국토교통부 철도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연구비지원(과제번호 18RTRP-B137866-02)에 의
해 수행되었습니다.

* 비회원⋅인천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석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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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도상 판형교의 침목고정장치 물성을 고려한
궤도-교량 종방향 상호작용 해석
Track-Bridge Interaction Analysis Considering the Properties of
Sleeper Fastening Devices of Ballastless Plate Girder Bridge
윤재찬* 이창진** 장승엽*** 박성현****
Jaechan Yoon* · Changjin Lee** · Seung Yup Jang*** · Sunghyun Park****
*

요

지

무도상 판형교는 열차주행 시 소음, 진동 발생 및 승차감 저하 등 안전에 대한 우려가 중요한 문제
로 부각되어 이를 해결하기 위해 레일 장대화가 요구되고 있다. 현행 장대레일 축력 해석방법은 레일
체결장치의 종방향 저항력만을 고려하여 해석을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무도상 판형교는 다른 일반교
량과는 다른 구조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실제 조건과 가깝게 모델링을 하기 위해 침목고정장치의 종방
향 저항력을 동시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무도상 판형교의 레일 장대화에 따른
궤도-교량 종방향 상호작용 해석기법의 정립을 위해 레일체결장치와 침목고정장치의 종방향 저항력을
동시에 고려하여 궤도-교량 상호작용 해석을 수행하고 결과 분석을 통해 침목고정장치의 거동이 장대
레일의 축력, 교량받침의 작용력, 레일 및 거더의 변위 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다.

감사의 글
본 연구는 국토교통부 철도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연구비지원(과제번호 18RTRP-B137866-02)에 의
해 수행되었습니다.

* 비회원⋅서현기술단 기업부설연구소 과장/주임연구원
** 비회원⋅서현기술단 기업부설연구소 차장/선임연구원
*** 비회원⋅한국교통대학교 교수 -교신저자
**** 비회원⋅서현기술단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소장/책임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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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단/사업단세션 4

세미나실A [S-04] 16:40~18:10

연구단/사업단세션4

KO-2019-S20

무도상교량의 내진해석을 통한 지진영향 및 장대레일 부가응력검토
Study of Behavior and Additional Stress of CWR on
Non-Ballasted Railway Steel Bridge by Seismic Analysis
권영웅* 임정현** 한상윤*** 강영종****

*

요

지

우리나라 환태평양조산대와 직접적으로 접하지 않은 자리에 위치하고 있어 지진에 대해서 안전지대
로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2016년 발생한 규모 5.8의 경주지진과 2017년 발생한 규모 5.4의 포항지진
과 같이 전례에 없던 큰 규모의 지진이 발생함에 따라 지진 안전지대라 말하기 힘든 실정이다. 현재
국내에서 공용중인 무도상 강교량은 판형교 453개소, 트러스교 11개소가 존재하며, 이 강교량은 자중
과 강성이 작아 이동하중이나 지진하중에 의한 변위가 크며 진동에 민감한 구조물이다. 이들 교량 대
부분은 1900년대 초반부터 건설되었으며 적절한 유지보수보강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유지보수 이력
또한 명확하지 않은 상태이다. 지진에 의해 발생한 무도상 강교량의 동적거동은 체결장치를 따라 레일
상에 부가축응력을 발생시키며 이에 따라 레일 상에서 교직방향으로의 예측하지 못한 변위의 발생 가
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반면 국내 철도 설계지침 및 편람에서는 온도하중, 시동/제동하중, 열차활하중
을 조합한 궤도와 교량상 종방향 상호작용 해석법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기존의 궤도시스템을 장대
화하기에 많은 위험이 예상되며 이에 대한 연구는 미미하며 지진하중이 레일에 미치는 영향, 정척레일
과 장대레일의 부가응력 및 상대변위 비교를 통해 안전성 검토를 수행하고자 한다.

감사의 글
본 연구는 국토교통부 국토교통기술촉진연구개발사업의 연구비지원(18CTAP-C117271-03)에 의해
수행되었습니다.

* 학생회원⋅고려대학교 건축사회환경공학과 석사과정, kwonwonog05@naver.com -발표자
** 학생회원⋅고려대학교 건축사회환경공학과 박사과정, bestcivileng@naver.com
*** 정회원⋅고려대학교 초대형건설기술연구소, hansangyun@hanmail.net -교신저자
**** 종신회원⋅고려대학교 건축사회환경공학과 교수, yjkang@korea.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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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단/사업단세션4

KO-2019-S18

EP Block을 이용한 침목-강거더 체결시스템의 해석적 연구
A Study on the analysis of Sleeper-Steel girder fastening system with EP Block
이찬영* 한우진** 임상진***

*

요

지

무도상 궤도는 침목-교량간 단순 탄성연결 구조로서 종/횡방향 지지강성이 매우 취약하다. 이에 일
정 이상의 궤도강성이 요구되는 장대레일 부설이 어렵고, 다수의 이음매 설치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승차감 및 주행안전성 저하, 열차 증속 제한, 주행충격에 따른 레일 및 차륜 손상 등의 문
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기존 궤도 구성품을 활용하여 장대레일 부설이 가능한 침목-교량 체결시
스템을 개발하였다. EP(Engineering Plastic)를 적용한 시스템으로서 침목 간격유지, 궤도 종/횡 지지강
성을 확보가 가능하고, 단순한 체결구조로 현장 적용이 용이하도록 설계되었다. 본 논문은 EP-Block
을 이용한 침목-강거더간 체결시스템으로 구성된 궤도구조에 대한 열차주행시 안전성에 대한 해석적
연구이다.

감사의 글
본 연구는 국토교통부 철도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연구비지원(과제번호 19RTRP-B137949-03)에 의
해 수행되었습니다.

* 정회원⋅㈜에스코알티에스, cylee@enrtech.co.kr -발표자, 교신저자
** 비회원⋅㈜에스코알티에스, wjhan@enrtech.co.kr
*** 비회원⋅㈜에스코알티에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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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단/사업단세션4

KO-2019-S12

국부적 Sliding Track Panel System 적용에 따른
궤도-교량 상호작용 영향 분석
Analysis of Track-Bridge Interaction Effect by Application of
Local Sliding Track Panel System
박종찬* 이영섭** 임남형***

*

요

지

국내에서 무도상교량은 1900년대 초반부터 건설이 시작되어 현재까지 가장 많이 부설되어 온 철도
교 형식 중 하나로 100년 이상 공용중인 교량도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무도상교량은 상부구조의 자
중이 열차보다 상대적으로 경량이라는 특성때문에 심각한 소음과 진동이 발생하며, 20∼50m 길이의
레일을 이음매판으로 연결하여 사용하고 있어 고속화도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많은 무
도상 교량은 장대레일화시 발생하는 궤도-교량 상호작용으로 인한 레일부가응력으로 인해 레일 장대
화가 어렵다. 본 연구에서는 레일부가응력을 해결하기 위한 Sliding Track Panel System에 대해 설명
하고 이를 국부적으로 적용하였을 때 발생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감사의 글
본 연구는 국토교통부 철도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연구비지원(과제번호 18RTRP-B137866-02)에 의
해 수행되었습니다.

* 학생회원⋅충남대학교 토목공학과 박사과정, mioso12@naver.com -발표자
** 비회원⋅충남대학교 토목공학과 석사과정, alwaysls@naver.com
*** 비회원⋅충남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 nhrim@cnu.ac.kr -교신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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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친화형 경전철 고가구조물
설계기술 개발

세미나실C [S-05] 16:40~18:10

연구단/사업단세션5

KO-2019-S21

경전철 고가구조물 신형식 하부구조 모듈화 및 가설시공 방안 연구
Study of Modularization and Construction method of
Light railway New type Substructure
한승석* 서동주** 강덕만***
Suengsuk Han* · Dongju Seo** · Dukman Kang***
*

요

지

도심지에 건설되는 경전철 구조물은 시공중 교통차단과 소음등의 민원해소가 필요하여 공기단축에
유리한 급속시공이 주목받고 있다. 국내에서는 프리캐스트 방식의 교각시공이 다양하게 연구되고 있
고, 미국과 일본이 주도적으로 급속시공에 대한 지침과 교량시공에 다수 적용되고 있다. 이 연구에서
는 국내외 시공사례를 중심으로 경전철 고가구조물의 신형식 하부구조에 적용하기 위한 적정성을 검
토 하였다. 또한 하부구조 모듈화를 위한 제작, 운반 및 가설과 관련된 제한사항과 장비운용에 대한
장단점을 비교하여 가설방안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하였다. 검토는 신형식 하부구조의 단면에 대하여
가설방안별로 안전성, 시공성 및 공사기간의 비교를 통하여 수행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경전철 고가
구조물 신형식 하부구조 모듈화에 적합한 단면형상을 제시하였다. 또한 향후 프리캐스트 방식의 성능
을 좌우하는 모듈간 연결방식에 대한 실험을 통해 연결부 성능을 검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감사의 글
본 연구는 국토교통부 철도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연구비지원(과제번호 19RTRP-C146000-02)에 의
해 수행되었습니다.

* 비회원⋅동아이엔지(주) 기술연구소 연구소장, hansuengsuk@gmail.com -교신저자
** 비회원⋅동아이엔지(주) 기술연구소 부장
*** 비회원⋅동아이엔지(주)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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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단/사업단세션5

KO-2019-S22

경전철 고가구조물 신형식 상부구조 모듈화 및 가설시공 방안 연구
A Study for the Modularization and Construction Method of the
New Type Superstructure of Light Rail Viaduct
안성배* 이현우** 고한승***
Sungbae Ahn* · Hyunwoo Lee** · Hanseung Ko***
*

요

지

현재 일반적으로 장경간의 경량 슬림형 경전철 고가구조물에 대하여 적용 가능한 기술은 세계적으
로 없는 상황이다. 현수교나 사장교와 같은 cable 교량을 제외하고 상부구조의 장경간 구조를 구현할
수 있는 대표적인 교량 형식은 Truss구조이며, 이 연구에서는 Truss구조에 비해 보다 효율적이고 최적
화된 형상의 6각형 cell 집합으로 이루어진 벌집 구조를 바탕으로, 도심지 미관 저해를 최소화 하는 고
가형이며 슬림한 장경간 상부구조에 대하여, 민원 발생이 많은 도심지 공간에서 효과적으로 가설 및
시공하기 위한 기술인 모듈화 및 가설시공 방안에 대하여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감사의 글
본 연구는 국토교통부 철도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연구비지원(과제번호 19RTRP-C146000-02)에 의
해 수행되었습니다.

* 비회원⋅㈜씨엔에스씨
** 비회원⋅㈜씨엔에스씨
*** 비회원⋅㈜씨엔에스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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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단/사업단세션5

KO-2019-S23

경전철 고가구조물의 장경간화를 위한 경량
신소재의 교량 구조 적용 사례 연구
Study on the Application Examples of Lightweight New Material for Bridge
Structures to Increase the Span Length of Light Railway Viaducts
김도학* 신명규**
Dohak Kim* · Myounggyu Shin**
*

요

지

국내에서 주로 적용되어 온 고가형 경전철은 육중한 구조 형식으로 도심지 미관을 저해하여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어왔다. 이에 최근 도심지 경관을 고려하고 200m 경간장까지 적용 가능한 경전철
전용 고가구조 형식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 중이다. 장경간 경전철 전용 고가 구조의 특성상 지
배적 하중인 사하중을 줄이기 위한 경량 신소재의 사용을 검토하고 있다. 섬유보강 복합재, 경량 콘크
리트 등 최근 건설분야에 활용되고 있는 경량 신소재 적용 사례를 조사하여 교량 구조 부재로의 사용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또한 연구개발 중인 장경간 신형식 경전철 고가 구조의 부재 중 이와 같은 경량
신소재의 적용이 가능한 요소 부재를 분류하고 요구되는 성능을 검토하고, 국내의 실제 건설 사업에
경량 신소재를 적용하기 위해 필요한 검증 항목을 정리하였다.

감사의 글
본 연구는 국토교통부 철도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연구비지원(과제번호 19RTRP-C146000-02)에 의
해 수행되었습니다.

* 정회원⋅GS건설(주) 수석연구원
** 정회원⋅GS건설(주) 선임연구원, mgshin@gsenc.com -교신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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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2019-S24

고무차륜형 경전철 고가구조물의 처짐 한계 분석
Deflection Limits of Elevated-guideways for a Rubber Tired Light Rail Transit
이진호* 신정열**
Jinho Lee* · Jeongryol Shin**
*

요

지

국내에서는 2018년 12월 기준 전국적으로 41개 노선 27조원 규모의 경전철 사업이 계획 중인데,
상당 노선은 지하건설 방식 대비 비용이 저렴한 고가건설 방식의 경전철 추진이 예상된다. 하지만, 국
내에는 일반 철도교 형식의 육중한 상부구조와 조밀한 하부구조를 갖는 경전철 고가구조물로 시공되
고 있어, 도시미관을 해치고 도로잠식에 의한 교통혼잡 가중이 문제되고 있다. 이로 인해 고가건설방
식의 경전철 사업에 대한 반대가 증폭되고 있고 고가건설방식 대비 2배 가까이 고비용의 지하건설방
식을 요구하고 있어 국가재정부담 가중 및 사업성 부족에 따른 사업추진이 원활치 못한 실정이다. 이
에 도시미관⋅교통혼잡 등의 민원 해결 가능한 도시친화적인 장경간 신형식 경전철 고가구조물에 대
한 기술개발이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경전철 고가구조물의 주요 설계요소 중 하나인 진동사용성을
고려한 처짐 한계에 대해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차량-구조물 상호작용을 고려하여, 장경
간 고무차륜 경전철 고가구조물의 진동사용성을 고려한 처짐한계를 제안하였고, 실차 주행시험 분석을
수행하였다.

감사의 글
본 연구는 국토교통부 철도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연구비지원(과제번호 19RTRP-C146000-02)에 의
해 수행되었습니다.

* 비회원⋅부경대학교 해양공학과 조교수
** 정회원⋅한국철도기술연구원 첨단궤도토목본부 책임연구원, jrshin@krri.re.kr -교신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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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2019-S25

장경간 신형식 경전철 고가구조물 구조해석 연구
A study on Structural Analysis of Long-span New-type
Elevated-Guideways for Light Rail Transit
박영빈* 김 도** 김승현***
Youngbin Park* · Do Kim** · Seunghyun Kim***
*

요

지

현재 경전철의 경우 20-30m의 단경간과 과대한 교각설치로 도시 경관을 해치고 비용이 높은 고가
구조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보다 도시경관과 조화되고 컴팩트하게 건설할 수 있도록 장경간 경전
철 고가구조물의 설계기술에 대한 개발이 필요한 시점이다. 따라서 장경간 신형식 경전철 고가구조물
에 대한 검토 모델의 구조적 안전성 검토 및 개선방향 도출이 필요하여 구조해석을 수행하였으며, 구
조해석은 상용프로그램인 MIDAS-Civil을 이용하였다. 대상모델은 최초 컨셉안과 1차 및 2차 개선모
델로 구분하였고, 구조해석을 통한 나노부재 및 지점부 트러스 부재 등의 강재 응력에 대한 검토와 경
전철 활하중 재하에 따른 처짐에 대한 검토를 수행하였다. 해석 결과 강재의 응력은 허용치 이내로 만
족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처짐은 현재의 처짐기준에 비해 충분한 여유를 확보할 수 있는 것으
로 분석되었다.

감사의 글
본 연구는 국토교통부 철도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연구비지원(과제번호 19RTRP-C146000-02)에 의
해 수행되었습니다.

* 비회원⋅우성디앤씨 부사장, civilkkaby@empas.com -교신저자
** 비회원⋅우성디앤씨 이사
*** 비회원⋅우성디앤씨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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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2019-P01

복합재 복합좌굴 해석
multi-buckling analysis of composite materials
조희근*

*

요 지
복합재의 좌굴은 매우 복잡한 거동을 일으킨다. 특히 다층 복합재의 경우는 적층의 각도,적층수 및
다양한 변수에 의해 좌굴의 형태 및 패턴이 달라진다. 본 연구에서는 다점에 하중이 작용하는 경우에
대하여 원통형 패널에 대하여 비선형 좌굴해석을 수행하였다. 비선행 해석 방법의 하나인 arc-length
방법을 사용하여 원통형 복합재의 좌굴 거동을 규명하고하중-변위의 복잡한 거동을 해석하였다. 좌굴
해석에 있어서 특이점에서의 발산을 막고 수렴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수치계수들을 결정하였다. 원통형
복합재 패널의 경우 하중-변위 관계의 비선형 거동 경로가 매우 불규칙하며 특이점이 많이 나타난다.
이러한 특이점에서의 발산을 막기 위하여 추가적인 미소강성을 추가하여 해석을 수행하였다.

감사의 글
본 연구는 대구연구개발 특구 기술사업화과제(2018-DG-RD- 0003-01-101)의 연구수행으로 진행
되었습니다.

* 정회원⋅(주)엑토엔지니어링 이사, extoeng@hanmail.net -교신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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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2019-P02

하이브리드 댐퍼에 대한 설계 최적화 연구
Design Optimization Study on Hybrid Damper
김영찬* 허종완**
*

요 지
Recently, Korea has been studying various seismic damage reduction technologies for ensuring
seismic performance of structures with increasing magnitude and frequency of inland areas. In this
study, The hybrid damper system is proposed to reduce the seismic response efficiently by
installing the damper inside and outside the structure to absorb the vibration inside the structure.
The hybrid damper device is a highly efficient damper device that utilizes new materials with
self-centering performance to reduce maintenance costs and improve energy dissipation capability.
The hybrid damper device is composed of rods of Nitinol alloy material which receives a tensile
force and a friction bolt which receives frictional force. To realize the theoretical mechanism of
self-centering force and frictional force and to verify the performance, the hybrid damper device
has been completed a three-dimensional finite element analysis model and carried out an analysis
study by cyclic loading. The analysis of the behavior response of the hybrid damper verified the
excellent self-centering force and energy dissipation ability and suggested the optimum parameter
design of the hybrid damper device.

* 정회원⋅인천대학교 건설환경공학과 박사과정, channy0409@naver.com
** 정회원⋅인천대학교 건설환경공학과 교수, jongp24@inu.ac.kr -교신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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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2019-P03

2D 직물섬유를 적용한 TRC 패널의 4점재하 휨실험
Four-point bending test of TRC panel using 2D textile
이종억* 양준모**
*

요 지
직물섬유 보강 콘크리트(TRC, Textile Reinforced Concrete)는 큰 처짐과 다수의 균열을 동반하는
유사연성 거동을 보이며, 부식에 대한 높은 내구성을 가져 최근 국외에서는 관련 연구가 활발히 진행
되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TRC에 대한 수요 부족 및 직물섬유 직조기술 부족으로 그 연구 및 기
술개발이 초기단계에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 기술로 제직한 다양한 2D 직물섬유를 적용하
여 TRC복합체를 제작하고 휨 성능 평가를 하였다. 직물섬유의 원사 종류는 Carbon, E-glass,
Aramid fiber 세 가지를 사용 하였으며, 각 직물섬유의 홀 사이즈를 10mm, 13mm, 20mm, 25mm로
상이하게 제작하여 TRC에 적용하였다. 휨강도 실험체는 100×40×400mm의 크기로 제작하였고, 각
직물섬유는 모두 중간 높이에 배치하여 4점 재하 방식으로 휨성능 평가를 수행하였다. 휨강도 실험 결
과 2D 직물섬유를 적용한 실험체에서는 직물섬유를 적용하지 않은 실험체와 비교하여 휨강도, 휨인성
이 증가하였지만 최대하중이 균열하중의 100% 이하로 그 증가량은 미비하였다. 2D 직물섬유의 휨거
동은 전형적인 TRC의 거동과 유사한 결과를 보였으나 섬유의 종류에 따른 상관관계는 찾을 수 없었
다. 따라서, 2D 직물섬유를 적용한 TRC의 휨성능을 보다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높은 인장강도와 탄성
계수를 가지는 직물섬유의 제직 및 적용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되었고, 또한 직물섬유의 보강량 증가,
인장단에 근접한 직물섬유의 배치 등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감사의 글
본 연구는 국토교통부 국토교통기술지역특성화사업의 연구비지원 (18RDRP-B076268-05)에 의해
수행되었습니다.

* 학생회원⋅계명대학교 토목공학과 석사과정, whddjrtnwls@naver.com
** 정회원⋅계명대학교 토목공학과 조교수, whddjrtnwls@naver.com- 교신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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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2019-P04

합성 침목 개발을 위한 폴리우레탄 기반 복합 소재 기술 개발
Development of polyurethane-based composite material technology
for the development of synthetic sleeper
백인철* 황철현** 한우권*** 최해균**** 곽인섭*****
*

요 지
본 연구는 복합 합성 침목 재료의 폴리올과 Isocyanate의 함량, 강화제의 첨가량 및 형태에 따른 영
향에 대해 검토하였다. 그 결과 복합 합성 침목 재료의 기계적 물성은 폴리올의 관능기 증가 및
ISOCYANATE의 함량 증가에 따라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낸다. 복합 합성 침목 재료의 기계적 물성은
강화제의 함량 증가에 따라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본 연구 결과가 복합 합성 침목 제품 개발에 조
금이나마 기여할수 있을 것을 기대하며 향후 지속적인 연구 개발을 통하여 다양한 구조와 형태의 복
합 합성 침목 제품 개발이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된다.

감사의 글
본 연구는 국토 교통부 철도 기술 연구개발사업 (19RTRP-B138006-03) 지원으로 수행되었으며 이
에 감사드립니다.

* 비회원⋅한국 철도 공사 선임연구원
** 비회원⋅유원플렛폼 대표이사
*** 정회원⋅유원플랫폼 수석연구원 수석연구원, wkhan@u1pf.com
**** 비회원⋅유원플랫폼 수석연구원
***** 정회원⋅유원플랫폼 연구원, isgwak@u1pf.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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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2019-P05

비노출 콘크리트의 동결융해에 따른 강도변화
Change of Compressive Strength According to Freezing and
Thawing of Unexposed Concrete
정영석* 권민호** 김진섭***

*

요 지
건설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콘크리트의 열화는 크게 동해, 중성화, 염해, 화학적 침식을 예로 들 수
있다. 콘크리트에 발생하는 이 4가지의 열화요인 중 본 연구에서는 동해에 대해서 실험적으로 그 영향
을 알아보고자 한다. 콘크리트의 동해에 대한 시험법은 해외의 ASTM C666 Resistance of concrete
rapid freezing and thawing 시험법과 국내의 KS F 2456 급속 동결융해 시험법이 대표적이다. 두 기
준은 큰 차이점 없이 동일한 시험법을 제시하고 있으며 국내외적으로 이 시험법을 사용하여 콘크리트
를 동경융해 환경에 노출시킨 후 재료의 성능을 평가하는 여러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에
서 급속 동결융해 시험법을 일부 준용하였지만 기존 연구들과는 다르게 추가적인 수분이 공급되지 않
는 구조물 내부와 같이 외부로 노출되지 않는 환경에 있는 콘크리트에 대한 동결융해 작용 시 콘크리
트의 압축강도 변화를 실험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침수 없이 동결 및 융해과정에 노출하도록 하였다.
실험결과 동결융해에 노출되지 않은 콘크리트의 28일 압축강도는 평균 24.77MPa, 동결융해에 600싸
이클 노출된 콘크리트는 평균 22.18MPa의 압축강도를 발휘하였다. 동결융해에 600싸이클 노출된 콘
크리트의 평균 압축강도가 10.5% 감소하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이 실험을 통해서 일반적인 강우, 강
성등과 같은 수분이 공급되는 동결융해 환경에 노출되지 않은 콘크리트에서도 동결융해 작용에 의하
여 압축강도가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하나의 변수조건에 대하
여 콘크리트 압축강도 평가법의 최소 수준에 맞춰 3개의 공시체를 사용한 콘크리트 압축강도 평가를
수행하였기 때문에 실험결과의 편차가 크게 나타나는 부분이 있으나, 동결융해 작용에 의해 10%라는
작지않은 압축강도 변화를 보인 점에서 향후 추가적인 연구의 가치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감사의 글
본 연구는 국토교통부 플랜트연구사업의 연구비지원(19IFIP-B128598-03)에 의해 수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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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2019-P06

복합재료 캔틸레버보의 고유진동수에 대한 영향
The Influence of Natural Frequency of the Cantilevered Composite Materials Beam
장재창* 최재곤** 이정석*** 한봉구****

*

요 지
In this paper, the method of vibration analysis for calculating the natural frequency is
presented. This method is a simple but exact method of calculating natural frequencies
corresponding to the modes of vibration for the cantilevered composite materials beam. As a
calculations of the method of vibration analysis, it is noted that the result of the second cycle is
only 2.2% away from the ‘exact’ result. In the case of cantilevered composite materials beam,
increase of mass near the support does not significantly affect the vibration characteristics. This
method may be extended to stability analysis of complex structural elements.

* 학생회원⋅서울과학기술대학교 박사수료, jjchang@kistec.or.kr
** 비회원⋅한국시설안전공단, cjg@kistec.or.kr -교신저자
*** 비회원⋅한국시설안전공단, manage9@kistec.or.kr
**** 종신회원⋅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bkhan@hseoultech.ac.kr

146

포스터 세션

KO-2019-P07

지능형 신소재를 활용한 새로운 감쇠장치의 원천
기술개발과 내진성능 평가를 위한 구조실험
Experimental Structure for Core Technology Development and Evaluation
of New Seismic Damping Device utilizing Intelligent Materials
조한민* 허종완**
*

요 지
In this study, the comparative analysis with experiment was performed by installing the material
utilized in the steel material and the new material is a shape memory alloy to replace this
existing bracing damper device in each of the damper device. It applied the cyclic load on each
of the damper device in order to simulate the loads such as earthquake was measured the
maximum load which the device can receive while receiving a load. Finally, the maximum load
and the restoring force were compared and analyzed based on the measured values of each
damper device. As a result, it was confirmed that the damper device using the shape memory
alloy can receive a load similar to that of a general steel damper device and exhibits a superior
restoring force.

* 학생회원⋅인천대학교 건설환경공학과, chm1247@nate.com
** 정회원⋅인천대학교 건설환경공학과, jongp24@inu.ac.kr -교신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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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RP 내부의 잔류응력을 발생시키는 변수의 상호작용
Interaction of Variables That Generate Residual Stress in the Pultruded FRP
김수영* 유종호** 김학군*** 윤순종****

*

요 지
Structural steel contains residual stresses that result primarily from uneven cooling after
manufacturing. Pultrusion process that is one of the composites manufacturing processes also
needs cooling. Therefore, PFRP that has a similar part to steel in structures should also be
considered about residual stresses. However, due to various variables (temperature changes, pulling
speed, section configurations, etc.) in the pultrusion process, there are no exact standard and
prediction methods for residual stresses in PFRP. In this study, it is considered which variable is
major cause of residual stresses and what interactions exist between variables.

감사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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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임(No.2018R1C1B5086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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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지진하중을 받는 교량 교각의 FRP 재킷
보수에 따른 확률론적 성능 평가
Probabilistic Performance Evaluation of Bridge Columns with FRP
Jacket Repair under Successive Earthquakes
전종수* 박태영** 유완상*** 이상열****

*

요 지
본 연구는 본진에 의해 초기 손상된 철근콘크리트 교량 교각에 대하여 추후 지진에 의해 발생될 추
가 손상을 저감시키기 위해 탄소섬유 강화 폴리머 재킷을 이용한 교각 보수 효과를 구현하는 수치해
석 기법을 제안한 후, 보수된 교각의 내진성능을 지진취약도 곡선을 이용하여 확률론적으로 평가하였
다. 상기 목표 달성을 위해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위치한 교량을 대표 교량으로 선정하였고, 본진에 대
한 비선형 동해석을 통해 기존 교각의 초기 손상을 구현하는 본진 지진파 셋을 생성하였다. 손상된 교
각 구조물의 해석모델에 보수 요소를 추가하여 여진 지진파 셋에 대하여 비선형 동해석을 수행한 후
얻은 구조 응답을 이용하여 추후 지진에 대하여 지진취약도 곡선을 도출하였다. 보수 유무에 따른 손
상도달확률을 비교하여 탄소섬유 강화 폴리머 재킷의 보수효과를 평가하였다.

감사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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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CE 설계법과 정밀해법에 의한 펄트루젼 FRP
Box형 단면 압축재의 국부좌굴강도
Local Buckling Strength of Pultruded FRP Box-Shape Compression Members
Obtained by ASCE Design Method and Closed-Form Solution
김선희* 최진우**
*

요 지
섬유강화플라스틱(Fiber Reinforced Polymeric Plastic, FRP)은 강도가 우수하고, 단위중량이 작으며,
내식성이 우수한 장점을 가진 구조재료로서, 건설분야의 활용범위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
중에서도 펄트루젼 FRP는 강성이 비교적 작고, 얇은 판으로 구성되어 있는 단면으로 생산되기 때문에
압축재로 사용할 경우 좌굴의 영향을 반드시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영향을 고려하기 위해 다수의
연구에서 펄트루젼 FRP 부재의 압축거동에 대한 실험적, 이론적, 해석적 연구가 다양하게 진행되어
왔으며,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해 2010년 ASCE에서 발표한 펄트루젼 FRP 부재의 잠정설계기준
(pre-standard)에서는 하중저항계수설계법(Load Resistance Factor Design)에 기초하여 다양한 단면의
펄트루젼 FRP 압축재에 대한 설계식이 제시되어 있다. 이 연구에서는 Box형 단면을 갖는 펄트루젼
FRP 압축재에 대하여 ASCE에서 제시한 설계식, 정밀해법에 근거한 해석식의 결과를 비교검토하였다.

감사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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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면이 거친 나일론 6,6 나노파이버로 보강된
시멘트 페이스트의 기계적 강도 조사
Investigation of The mechanical strength for cement
pastes reinforced by Nylon-6,6 nanofibers with rough surface
Nguyen, N.M.Tri* 방준화** 박경환*** 김정중****
*

요 지
Electrospinning is a strong technique for producing fibers in nano size. In this study, Nylon-6,6
nanofibers were produced through an electrospinning system. With the desire of creating the
roughness surface nanofibers, Chloroform, a volatile agent was added in the Formic acid solvent
in the polymer solution preparation period. The tensile strength test and the compressive strength
test were conducted to estimate the change in mechanical strength of the composite material
include the ordinary Portland cement and the roughness nanofibers. The observations show that
there was a significant enhancement in tensile strength up to 30% compared to the plain paste.
In

addition, the compressive stress-strength curve has demonstrated the increase in the

deformation ability of the new composite mater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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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결융해에 따른 철근콘크리트 보의 휨 강도변화
Flexural Strength of Reinforced Concrete Beams with Freezing and Melting
권규빈* 김상우** 권민호*** 김진섭****

*

요 지
Reinforced concrete structures are exposed to complex deteriorating environments. Therefore,
there is a need to study the data on strength changes due to freezing and thawing of concrete.
In this study, a beam specimen of the same specimen was designed and fabricated, and one
specimen was frozen and thawed. 4 point bending test results showed that the strength decreased
as the displacement of the specimen undergoing freezing and thawing increa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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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라스를 활용한 균열 인식 딥러닝
Deep Learning for Crack Recognition using Keras
손병직* 이규환**
*

요 지
딥러닝(Deep Learning)은 심층 신경망(DNN, Deep Neural Network)이라고도 하는데, 심층(deep)
은 깊은 층으로 이루어진 것을 의미하고, 신경망(neural network)은 사람 뇌의 신경 회로를 모방한 계
산 모델을 의미한다. 딥러닝을 위한 주요 플랫폼으로 텐서플로, 케라스, 카페, 씨아노, 토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케라스를 이용하였다. 케라스는 거의 모든 종류의 딥러닝 모델을
간편하게 만들고 훈련시킬 수 있는 파이썬을 위한 딥러닝 프레임워크이다. 본 연구에서는 저해상도 하
수관거 영상을 대상으로 균열 인식을 위한 딥러닝 연구를 수행하였다. 합성곱 신경망, 풀링, 드롭아웃
을 통해서 균열 인식의 정확도를 높였다. 또한, 적은 데이터는 부풀리기 방법을 통해서 보완하였다. 해
석 결과 98%이상의 정확도를 나타내어 추후 다른 분야에서도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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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형 복합재 좌굴 해석
Buckling analysis of nonlinear composite structures
조희근*

*

요 지
적층복합재의 경우는 외력에 의하여 매우 복합한 거동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는 원통형의 복합재
구조에 대하여 비선형 좌굴 해석을 수행하였다. 비선형 좌굴 해석을 위하여 arc-length 방법을 적용하
여 다점에서 하중을 가하였고 하중 및 변위를 동시에 제어하는 arc-length방법을 적용하였다. 해석에
서는 하중-변위의 그래프가 아주 복잡하게 나타났으며 비선형해석의 결과는 신뢰성 있게 계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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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중비와 한계온도법에 의한 잔존내력 분석
esidual Strength-analysis according to load ratio and limit temperature
김선희* 박천호** 전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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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무피복 강재에 대한 한계온도는 부재 종류에 따라 다르게 제시되고 있지만 평균 약 500℃ 전후로
임계범위 내에 있다. 콘크리트 충전형 기둥의 경우 내부 콘크리트가 충전되어 있으므로 화재 시 일정
하중에도 내화성능 확보가 가능하다. 충전형 기둥의 재하량에 따른 단면 내 온도 분포를 내화실험을
통해 분석하고, 500℃를 기준으로 기둥에 잠재되어 있는 내력을 구하였다. 그 결과 120분 고온에 4면
이 노출됐을 때 콘크리트 깊이 50mm에서 500℃에 도달되었으며, 상온시 내력 대비 약 25% 수준으
로 평가되었다. 강재를 제외한 상온 내력비는 약 50%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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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철도시설물의 자연재해위험도 분석
Natural Disaster Risk Analysis of High Speed Railroad Facilities
박예진* 한승룡** 최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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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최근 발생한 포항, 경주 지진을 포함하여 국내에서도 지진의 강도와 발생빈도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
로 자연재해에 대한 대응책 강화가 더욱 필요한 상황이나, 철도시설에 대한 연구는 충분치 않은 실정
이다. 이 논문에서는 지진과 태풍을 포함한 자연재해에 대한 고속철도 시설물의 위험도를 분석할 수
있는 기법을 제시하였다. 제시된 기법은 위험성, 노출성, 취약성 및 대응복구성을 네 가지 주요소로 고
려하여 자연재해의 위험도를 복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다. 네 가지 주요소는 세분화된 지표로
나타내어 각 요소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각 주요소와 지표에 대한 가중값은 델파이기
법과 주성분분석을 이용하여 결정한다. 재해위험도는 고속철도 역사를 중심으로 평가하였으며, 평가
결과 지진위험도가 높은 지역의 재해위험도가 크게 나타나 지진위험도가 재해위험도에 많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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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망 기법을 이용한 강섬유 혼입율,
형상비에 따른 인장강도 추정모형 개발
Development of Estimated Model for Tensile Strength according
Volume of Fraction and Aspect Ratio of Steel Fiber
Reinforced Concrete Using Neural Networks
정태영* 박주경**
*

요 지
현대의 첨단 구조물일수록 대형화되고 기능이 다양화되고 있다. 철근 콘크리트구조물이나 복합소재
구조물도 예외는 아니다. 그래서 기존 콘크리트의 단점인 취성, 휨 그리고 인장응력등의 특성을 개선
하기 위하여 섬유보강 재료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섬유보강재인 강섬유를 혼입
한 콘크리트 즉, 강섬유 보강 콘크리트(Steel Fiber Reinforced Concrete: SFRC)의 설계에 있어서 신
경망 기법을 이용함으로서 강섬유 혼입률, 형상비에 따른 인장강도 추정 모형 개발을 목적으로 하였
다. 본 연구에서는 SFRC에 관한 선행 연구자들의 데이터를 수집, 분석하여 연구동향을 살펴보았으며,
이를 모형 개발에 필요한 학습 자료로 활용하였다. 또한, 다양한 신경망 모형 및 다양한 알고리즘 등
을 적용하여 인장강도 추정 모델에 맞는 최적의 신경망 모형을 개발토록 하였다. 개발된 신경망 모형
의 정확도는 학습 자료로 활용되지 않은 다른 연구자들의 실험데이터 값과 비교함으로 검증하였다. 본
연구에서 얻어낸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강섬유 혼입 콘크리트의 인장강도 추정 모형 개발에서는 MLP
모형이 가장 높은 정확도 r2=0.901을 나타내었으며 이때의 알고리즘은 Conjugate Gradient Descent을
적용하였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를 통하여 강섬유를 혼입률과 형상비에 따른 인장강도에 대한 추정 모
델을 각각 5개씩, 신경망 모형을 이용하여 개발하였으며, 그 활용 가능성을 검증하였다.

* 정회원⋅㈜대한이앤씨 기업부설연구소, bilan@hanmail.net
** 종신회원⋅㈜대한이앤씨, jkpark@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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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M 시뮬레이션을 활용한 콘크리트 믹서의 효율 비교 분석 연구
A Comparative Study on the Efficiency of Concrete Mixer Using DEM Simulation
조도영* 손성래** 김규용***

*

요 지
최근 다양한 건설 재활용 자원의 연구 및 활용성에 대한 검증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레미콘 산업에서도 이를 활용하고자 하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다양한
복합 재료 사용의 전제 조건이 이들 재료가 잘 혼합될 수 있는 믹서에 대한 개발과 보급이 우선되어
야 할 사항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DEM 시뮬레이션을 활용한 Twin Shaft Mixer와 Twin Spiral
Mixer의 동역학적 특성 해석을 통한 비교 분석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결과 Twin Spiral Mixer의
혼합성능 및 품질 안정성 측면이 매우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 정회원⋅한서대학교 산학협력단 교수, chody21@naver.com
** 비회원⋅성원ENG(주) 대표이사, sw0858@naver.com
*** 비회원⋅충남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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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관로 맨홀 내부 상태평가를 위한 비집입
3차원 조사 시스템의 개발
Development of a Unmanned Three Dimensional Inspection
System for the Condition Assessment of Sewer Manholes
박신전* 지기환** 김재범*** 유성원****

*

요 지
최근 하수관로로 기인한 지반침하로 인한 도로함몰 등 피해가 발생됨에 따라, 기존 노후⋅불량 하수
관로 및 수직구(맨홀)에 대한 정밀하고 안전한 외관조사 기술이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조사자
안전과 하수관로 시설물의 상태를 정밀평가를 위한 하수관로 맨홀 내부의 비진입 방식의 3D 조사 시
스템을 개발하기 위한 것이다. 3차원 맨홀 조사 시스템은 다중 카메라 360도 촬영을 통한 평면전개
이미지 처리와 2D 레이저 스캐너를 이용한 맨홀 내부 3D 맵핑을 위한 알고리즘과 조사장비를 개발하
여하여 내경 900∼2,100mm의 하수관로 표준맨홀의 상태를 균열폭 0.1mm 정밀도로 추출하고, 최대
40cm/sec의 속도로 자동화된 비진입 외관조사 기술로 개발되었다.

* 정회원⋅㈜케이엠티엘 기술연구소 연구소장, kmtl.park@gmail.com
** 비회원⋅㈜케이엠티엘 기술연구소 상무, kmtljee@naver.com
*** 비회원⋅㈜케이엠티엘 기술연구소 부장, 51obear@hanmail.net
**** 비회원⋅가천대학교 토목환경공학과, imysw@gachon.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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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 동적비선형해석을 통한 연돌구조물의 취약도 평가
Evaluation of Fragility Curve of Chimney through 3D dynamic nonlinear analysis
권규빈* 권민호** 박관수*** 김진섭****

*

요 지
화력발전소의 경우 그 역사나 사회적 중요성에 비해 내진성능평가에 대한 연구가 미비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3D동적비선형해석을 통해 화력발전소 내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인 연돌구조물을 실제 지
진파를 주어 취약도를 평가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상대변위에 의해 발생하는 취약도는 상대적으로 재
료적 취약도 즉, 콘크리트 압축파괴보다 안정적이며, 콘크리트 압축한계는 넘을지라도 재료적 파괴는
일어나지 않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감사의 글
이 성과는 2017년도 정부(미래창조과학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7R1C1B5016990)

* 학생회원⋅경상대학교 토목공학과, guseo123486@gmail.com
** 종신회원⋅경상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 kwonm@gnu.ac.kr
*** 비회원⋅한국남동발전, pkwansoo@koenergy.kr
**** 종신회원⋅경상대학교 토목공학과 조교수, jinsup.kim@gnu.ac.kr -교신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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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재료로 보강된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의
노후화에 대한 실험적 연구
Experimental Study on Aging Effect of Reinforced Concrete
Structures Reinforced with FRP Composites
권규빈* 김상우** 권민호*** 김진섭****

*

요 지
복합재료의 경우 항공이나 의류, 스포츠용품 등 많은 곳에 활용되고 있다.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에서
도 보강을 위해 CFRP가 많이 이용되고 있고, 오래전부터 사용된 만큼 보강당시보다 노후화가 진행된
경우도 많다. 따라서 본 실험에서는 CFRP로 보강된 철근콘크리트 보의 노후화를 평가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노후화가 진행된 시편에서 강도감소가 일어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감사의 글
이 성과는 2017년도 정부(미래창조과학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7R1C1B5016990)

* 학생회원⋅경상대학교 토목공학과 석사과정, guseo123486@gmail.com
** 비회원⋅경상대학교 토목공학과, Dannyk4561@naver.com
*** 종신회원⋅경상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 kwonm@gnu.ac.kr
**** 종신회원⋅경상대학교 토목공학과 조교수, jinsup.kim@gnu.ac.kr -교신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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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형 초고성능 콘크리트 거더의 횡-비틀림 좌굴 강도 산정 방안
Lateral Torsional Buckling Strength of Ultra-High Performance Concrete I-girders
이기세* 이정화** 강영종***

*

요 지
1990년대 들어서면서 150MPa 이상의 압축강도, 12∼30MPa의 인장강도를 갖는 초고성능 콘크리트
가 개발 되었다. 압축강도의 비약적인 상승은, 단면의 축소로 구조물의 자중을 감소 시킬수 있는 이점
을 가지나, 세장한 부재가 사용될 경우 발생하는 좌굴의 가능성은 지금까지 콘크리트 구조물에서 다루
어지지 않았던 새로운 문제라 할 수 있다. 좌굴은 재료적 특성보다는 주로 기하학적 특성에 의해 그
거동이 지배되며 이에 따라 초고성능 콘크리트 부재는 비탄성 좌굴 영역게 놓이게 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콘크리트 구조설계 기준이나 지침에서는 현재까지 좌굴 거동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 지고 있지
않았으며, 사실상 좌굴은 강구조물의 한계상태로만 여겨져 왔다. 강구조물의 좌굴거동은 현재까지 수
많은 실험과 구조해석, 그리고 이론연구에 의해 이해되어 왔으며, 이를 바탕으로 도출된 강도 산정방
안은 높은 신뢰도를 보장한다. 그러나 초고성능 콘크리트는 압축과 인장에 대한 재료적 거동이 상이하
여, 강구조물에 대한 좌굴 강도 산정식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 본 연구에서는 초고성능 콘크리트의
재료적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콘크리트의 탄성 좌굴 강도를 산정하는 방안을 제시
하였다. 또한 구조해석을 통하여 비탄성 좌굴 강도 산정식을 제시하여 초고성능 콘크리트 I형 거더의
새로운 한계상태에 대한 대안을 제안하였다. 최종적으로 이러한 결과들을 실내시험을 통하여 검증하
였다.

감사의 글
본 연구는 서울특별시/서울기술연구원의 지원으로 수행 되었음.

* 정회원⋅서울기술연구원 연구위원, kslee@sit.re.kr
** 학생회원⋅고려대학교 연구교수
*** 종신회원⋅고려대학교 건축사회환경공학과 교수, yjkang@korea.ac.kr -교신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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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머 분리막을 이용한 무근 콘크리트 덧씌우기
포장 반사균열 저항성 평가
Evaluation of Reflection Crack Resistance for Concrete
Overlay Using Polymer Separated Membrane
김서연* 팽재엽** 오정호***

*

요 지
도로 배수로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교통하중, 제설제의 살포 등에 의해 콘크리트의 표면열화, 균
열 등 구조적인 파손이 발생하며 포장면과 구배가 달라져 배수기능 상실, 포장 파손 가중 등의 문제점
이 발생한다. 또한 무근 콘크리트 배수로 표면 덧씌우기 보수방법은 균열발생 부위에서 보수 후 균열
이 따라 올라오는 반사균열이 발생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폴리머 소재의 얇은 분리막을 이용하여
현장 및 실내시험을 수행 분리막의 유무에 따른 반사균열의 저항성 성능 평가를 하였으며, 수치해석을
통해 실험 결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 학생회원⋅한국교통대학교 석사과정, seoyeon9595@naver.com -발표자
** 비회원⋅한국교통대학교 학사과정
*** 정회원⋅한국교통대학교 교수, j-oh@ut.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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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연적 비선형해석을 이용한 FRP합성보의 휨전단파괴 해석
Analysis of bending and shear failure for FRP composite
beam by explicit nonlinear analysis
유승운* 유준상**
*

요 지
FRP 합성구조의 설계 개념은 콘크리트 타설 시 FRP 거푸집 부재만으로 자중과 시공 하중을 지지
하고, 향후 콘크리트가 양생 된 후에는 FRP 보강재와 콘크리트가 일체적 합성거동으로 인한 합성단면
으로 추가 고정하중과 활하중을 지탱하는 구조 형식이다. 이와 같이 복합재료 FRP와 기존재료 콘크리
트를 합성시킴으로써 시공성, 안전성, 내구성 및 경제성을 두루 갖춘 고내구성 합성구조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많은 연구가 필요하며 그중 합성구조의 거동 특성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
나, 아직까지 정립된 이론 보다 주로 실험에 의존하여 연구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합성보의 휨전단
파괴 거동을 해석적 접근방법에 의해 그 거동 특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유한요소해석 프로그램인
ABAQUS를 사용하여 대칭면을 제외한 1/4크기로 모델을 만들고, 콘크리트와 FRP의 물성치를 입력하
여 해석을 하였다. 비선형 유한요소해석으로 해석을 진행하였으며, 비선형 유한요소 해석법에는 크게
두 종류로 하나는 내연적 유한요소 해석(implicit finite element method)이며, 다른 하나는 외연적 유
한요소 해석(explicit finite element method)이다. 두 가지 해석 방법에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큰 변
형이 발생하는 이 실험에서 내연적 유한요소해석결과의 수렴성이 좋지 못하여 항상 정량적인 해를 구
할 수 있는 외연적 유한요소해석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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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P합성보의 휨전단 균열형태에 대한 외연적 비선형해석
Explicit nonlinear analysis for bending and shear failure crack
pattern of FRP composite beam
유승운* 유준상**
*

요 지
FRP-콘크리트 합성보의 휨전단파괴 거동을 해석적 접근방법에 의해 그 거동 특성을 분석하고자 한
다. 해석적 접근방법으로 현재 비선형 유한요소법을 주로 사용하고 있으며, 비선형 유한요소 해석법에
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큰 시간간격을 갖고 각 단계마다 힘 평형을 맞추어 여러 번의 반복
계산을 통해 수렴해 나가는 내연적 유한요소법(implicit finite element method)와 작은 시간 간격을
가지고 각 단계에서 반복계산을 하지 않고 동적 평형방정식을 만족시키는 해를 구하는 외연적 유한요
소법(explicit finite element method)이다. 내연적 유한요소 해석법은 매 계산 단계마다 반복계산을 통
해 내력과 외력 간의 힘 평형을 만족시키는 방법으로 해의 정밀도는 우수하다고 알려져 있지만 반복
계산을 통한 해의 수렴성에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고, 기하학적 형상이 복잡하거나 대 변형을 일
으키는 경우 수렴성이 확보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어 정량적 해를 얻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문
제점이 있다. 그러나 외연적 유한요소법은 강성행렬을 구성할 필요가 없고 반복계산에 의한 수렴과 관
계없이 현재 단계의 해만으로 다음 단계의 해를 구할 수 있어 항상 정량적인 해를 구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형식을 대신할 FRP-콘크리트 합성구조에 관한 것으로, 이에 대한 구조
적 성능 및 거동 특성을 해석적으로 규명하고자 휨전단 저항성능에 대해 외연적 유한요소해석을 이용
하여 FRP-콘크리트 합성보의 휨전단파괴거동 해석을 실시하고 수행한 실험과 비교분석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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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성능 콘크리트로 증타보강한 보-기둥 접합부의 내진성능 평가
Evaluation of seismic capacity of reinforced concrete beam-column
joints jacketed by ultra-high performance concrete
김승기* 이헌석** 이형주*** 김우석****

*

요 지
Since Gyeongju and Pohang earthquake, the interest about earthquake has be increasing at the
domestic. At the same time, the research about reinforced earthquake resistant at the existing
buildings has actively conducting. There are sheet attachment, concrete jacketing and etc. in the
method of reinforced earthquake resistant to the existing buildings. The purpose of this study
evaluated the performance of beam-column joints jacketed ultra high performance concrete. the
reinforcement performance of ultra high performance concrete evaluated through comparison and
analysis about the performance of the specimens applying the seismic reinforcement details with
the specimens applying the normal reinforcement details and ultra high performance concre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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