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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cently, the frequency and magnitude of the earthquake have increased. The structural safety of the public 
facilities such as bridges and tunnels etc. which were not concerned for earthquake resistant design are 
increased. Fiber reinforcement polymer that has been frequently studied for seismic retrofit has advantage as 
seismic reinforcement material, but it has disadvantage of the brittleness. Therefore, the investigation of safety 
and seismic reinforcement are required. In this study, new FRP-ductile material layered composites proposed to 
seismic performance reinforced of subway tunnel. Tensile test of FRP-ductile material layered composites 
showed that Maximum tensile force of FRP-ductile using Aluminum is similar to existing FRP reinforcement 
material and maximum strain was increased. In case of application of domestic subway tunnel which need 
ductility, layered composites of FRP-Aluminum is estimated effectively for increase of seismic performance.

국문요약

최근 국내에서도 지진의 발생 가능성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교량, 터널 등과 같은 공공이용시설의 안

전에 대한 우려도 증가하고 있다. 특히 1988년 이전 건설된 도시철도 시설물의 대부분은 내진설계가 반

영되지 않아 내진안전성에 대한 검토와 보강이 요구되고 있다. 최근 가장 많이 연구되는 내진보강법인

섬유보강공법은 섬유의 특성은 우수하나 내진구조물의 취약점인 취성적이라는 것이 단점이다. 본 연구

에서는 도시철도 개착식 터널의 내진성능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FRP에 연성재료인 스틸과 알루미늄

을 적층하여 새로운 FRP-연성재 적층 복합체를 제안하였다. FRP-연성재 적층 복합체의 인장 시험결과,

알루미늄 연성재를 사용한 경우 기존의 FRP 보강재보다 최대강도는 비슷하였으나 최대변형률이 증가하

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FRP-알루미늄의 적층복합체는 연성이 요구되는 도시철도 개착식 터널에 적

용할 경우 내진성능 향상에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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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대도시화가 진행되어 감에 따라서 대도시에서는 개발방향을 도시내부로 전환하고 도시의 입체적인 개

발을 계획하고 추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도시의 입체적인 개발로 인해 대중교통수단 및 주거환경이 변

화를 가져옴과 동시에 인간생활의 기반이 되는 시설물들이 지중에 설치되게 되었으며, 지중에 설치된 

구조물은 지반의 영향을 받아서 지상구조물에 비해 지진에 강한 구조물로 인식이 되어 이에 대한 연구

가 미흡했다. 최근에 발생한 외국의 지진피해 사례를 보면 지하철 역사, 공동구등 많은 지중구조물이 피

해를 입은 것으로 조사되어져 지중구조물도 더 이상 지진에 대하여 안전하다고 볼 수 없고 이로 인해 

지중구조물의 내진설계 및 해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국내에서는 강원 평창군 도암면과 경계지역에서 규모 4.8의 지진이 발생(2007)하였으며, 경남 

거제 동남동쪽 약 54km 해역에서 규모 4.0의 지진이 발생(2005)하였다. 이 밖에도 교모 4.0이상의 지

진 발생이 짧은 기간 내에 계속되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는 내진설계가 최초로 

의무화된 1988년 이후부터 교량, 건축 구조물 등 지상의 각종 구조물에 대하여 “도로교 표준시방서” 및 

“고속철도 설계기준”, “고속도로 교량의 내진설계 지침” 등의 각종 시방규정에 따라 내진설계를 시행하

고 있으나 1988년 이전 건설된 도시철도 시설물의 대부분은 내진설계가 미반영 되었다. 내진설계를 반

영하지 않을 경우 내측기둥은 휨모멘트와 전단력은 받지 않고 축방향 압축력만 받는 부재로 설계되어 

지진에 거의 저항하지 못하게 되고 결국 전체적인 구조물 파괴에 이르게 된다. 국내 지진 발생빈도가 

증가함에 따라 신속한 내진성능 검토 및 보강이 필요하다.

내진성능 보강 공법 중 하나인 최근에 많이 연구되고 있으며, 적용되고 있는 섬유보강공법은 재료가 

경량이며 시공이 용이하고 내부식성 등으로 인하여 강판부착공법에 비하여 선호되고 있는 공법이다. 그

러나 이는 재료가 고가이며 인화성이 강하여 화재에 대해서 매우 취약하고 취성적인 거동 특성을 가지

고 있어 구조물이 갑자기 파괴 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도시철도 시설물의 구조 형식별 특성을 파악하여 요구되어지는 내진성능(연성증

가)을 향상시킬 수 있는 섬유강화플라스틱과 연성재 적층 복합체로 구성된 내진성능보강재를 개발하여 

그 성능을 검증하고자 한다.

2. 실험계획

2.1 실험개요

섬유강화 복합재료(Fiber Reinforced Polymer, 이하 FRP)라 함은 재료의 역학적 성질이 뛰어난 섬유

(Fiber)와 섬유를 구속, 성형하고 응력을 전달하는 매트릭스(Matrix)의 복합체를 말한다. FRP는 최근 

강재나 콘크리트를 대체할 수 있는 신소재 건설재료로 각광받으며, 건설 분야에서 이를 활용하고자 하

는 연구가 국내·외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토목 및 건설 분야의 적용에 있어서 복

합재료 전용 시방규정 및 지침의 부재, 재료의 성질에 관한 규격과 신뢰성 미비로 인하여 그 사용량은 

기존의 건설재료와 비교하여 매우 적은 상태이다.

특히 탄소섬유로 구성된 FRP 복합재료는 높은 강성과 인장강도를 갖고 있어 구조물보강에 많이 적용

되어 지고 있다. 하지만 높은 강성에 따른 최성파괴를 유도하여 내진보강에 대한 보강재로써의 활용은 

안전성을 부여하지 못한다. 이에 최근 국내에서도 지진의 발생 가능성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1988년 이

전 건설된 도시철도 시설물의 내진설계의 미반영으로 인한 내진안정성에 대한 검토와 보강이 요구되어 

지고 있다. 이에 기존 취성파괴를 방지하며 높은 강성을 유지하는 알루미늄 강성재와 새로운 소재의 섬

유복합재료 즉, 연성에 기여하는 복합재료를 적절히 매트릭스화하여 도시철도 구조물의 내진성능보강시

스템의 새로운 복합재료를 적용함으로써 내진거동을 개선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본 실험은  FRP 복합체의 인장 거동 특성을 실험적 해석을 하기 위하여 수행하였으며, 실험에 사용

된 복합체는 구조용 일반섬유와 강성재를 레이어 적층 혼합을 통하여 제작되었다. 시험변수는 E-Gl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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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함유량과 강성재의 함유량, 강성재의 종류(Sus와 Aluminum)에 따른 인장특성 거동으로 구성하였다. 

각 실험변수는 동일한 조건의 제작으로 각각 2개로 총 6개의 복합체 시편으로 구성하였다. 다음 표 1은 

각 인장 시험체의 제원 및 재료 구성을 나타낸 것이다.

Specimens
of 

Tension Test

Thickness
()

Width
()

Area

()

섬유함유량

(%)
Mesh 함유량

(%)

T-G100-M00-01 3.10 24.81 76.911 100 30

T-G100-M00-02 3.10 24.95 77.345 100 30

T-G70-MA30-01 3.10 24.93 77.283 70 30

T-G70-MA30-02 3.10 24.93 77.283 70 30

T-G70-MS30-01 3.20 24.92 79.744 70 30

T-G70-MS30-02 3.20 24.92 79.744 70 30

* T : Tension, G : Glass, 100․70․30․00 : %, M : Mesh, 01․02 : Specimen #

표 1. 인장 시험체의 제원 및 구성

2.2 실험방법

 시험방법은 KS M 3381 유리섬유 강화 플라스틱의 인장시험 방법에 의하여 수행되었다. 인장시험 

시 시편을 위․아래 부분을 고정하는 그립의 압력을 적절히 하여 인장력을 가할 시 슬립의 방지를 최소화 

하여 실험을 수행하였다. 그리고 시편의 규격은 유리섬유 강화 플라스틱 인장시험 B형-Ⅱ에 맞춰 제작

되었다.

섬유의 함유량과 강성재의 함유량 및 종류에 따른 인장시험을 수행하기 위하여 그림 1과 같이 계명대

학교 첨단건설재료실험센터의 MTS사 250kN 복합재료인장피로시험기와 TestWork4가 사용되었다. 변

형량 측정은 그림 2와 같이 MTS사의 Extensometer계를 이용하여 변형량을 측정하였다. 하중가력은 

2mm/min의 제어로 인장을 가하면서 시험기의 로드셀과 변위계에서 각각 적용하중과 변위값을 획득하

였다.

그림1. 복합체 인장시험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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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 Extensometer 설치 전경

3. 실험 결과 및 분석

각각의 강성재 종류 및 섬유․Mesh 함유량별 총 6개의 시험편이 본 실험에 수행되었다. 그림 3은 각 

시편에 따른 하중-변위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표 2는 각 시험체의 탄성계수, 최대인장강도, 최대변형률을 나타낸 것이다.

　Specimen #
ModulusofElastic(Mpa)

E=Stress/(Strain(%)/100)
Tensile  

Strength(Mpa)
UltimateStrain

(%)
T-G100-M00-01 33979.9 503.033 1.698 

T-G100-M00-02 33737.4 466.086 1.573 

T-G70-MA30-01 25220.6 364.692 1.835 

T-G70-MA30-02 25197.8 410.271 1.907 

T-G70-MS30-01 26205.0 354.536 1.681 

T-G70-MS30-02 26659.1 345.556 1.802 

표2. 실험결과

그림3. 하중-변위 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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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와 같이 강성재(Mesh)를 사용하지 않은 시험체의 탄성계수는 평균 33.9 GPa이며, 섬유 70%와 

Sus Mesh 30% 사용한 평균 25.2 GPa, 섬유 70%와 알루미늄 Mesh 30% 사용한 경우 평균 26.4 GPa

로 감소하였다. 최대인장강도는 강성재를 사용하지 않은 시험체는 평균 484.6 MPa, 섬유 70%와 알루

미늄 Mesh 30% 사용한 경우 평균 387.5MPa, 섬유 70%와 Sus Mesh 30% 사용한 경우 평균 

350.5Mpa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성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최대변형률은 강성재(Mesh)를 사용하진 

않은 경우 평균 1.636(%) 이고, 섬유 70%와 Sus Mesh 30% 사용한 경우 평균 1.871(%), 섬유 70%

와 알루미늄 Mesh 30% 사용한 경우 평균 1.742(%)로 증가하였다. 하지만 강성재에 연성재를 결합하

여 연성능력의 증가율에 비해 강성이 21.9%~25.5% 저하되어 보강성능이 저하됨에 따라 추후 사용재

료, 적층방법, 함유량 등 새로운 형태의 연구가 필요 하다고 판단된다. 그림 4～그림 6은 각 시험체의 

파괴양상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4. T-G100-M00-01,02의 파괴양상

그림5. T-G70-MA30-02의 파괴양상

그림6. T-G70-MS30-02의 파괴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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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본 연구에서는 섬유강화플라스틱과 연성재 적층 복합체로 구성된 내진보강재의 연성재로써의 가능성

을 검토하기 위한 기초 인장물성 실험으로 탄성계수, 최대인장력 및 최대변형율을 측정하였고, 이를 분

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인장시험 결과, 최대인장강도의 경우 연성재를 사용하지 않은 시험체, 알루미늄 Mesh 사용 시험

체, Sus Mesh 사용 시험체 순으로 나타났으며, 파괴시 변형률은 알루미늄 Mesh 사용 시험체, Sus 

Mesh 사용 시험체, 연성재를 사용하지 않은 시험체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실험에 사용된 연성재

(Sus, Aluminum)는 최대인장강도 및 탄성계수는 감소시키는 반면, 변형률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

다.

2) 기존 FRP 보강재보다 강성은 감소하지만 최대변형률의 증가에 따른 섬유강화플라스틱 및 알루미

늄 연성재 적층 복합체를 연성이 요구되는 도시철도 개착식 터널에 적용할 경우 내진성능 향상에 효과

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3) 강성재와 연성재를 매트릭스화하여 인장 실험을 수행한 결과, 연성능력의 증가율에 비해 강성이 

저하됨에 따라 추후 섬유와 수지의 종류, 적층형태, 재료의 함유량 등 다양한 변수를 적용할 경우 보다 

상세한 내진성능보강재의 구성품이 개발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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