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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방법에 따른 FRP 박스 부재의 연결거동 특성

Connection Behavior of FRP Box Member of Connection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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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본 연구는 다양한 건설 구조물  휨 응력을 받는 부재인 슬래 , 거더 등에 FRP 박스 부재를 용하기 한 기  실험

 연구이다. FRP 부재를 제작하여 FRP 박스 부재의 형단면으로서의 연결성능 특징을 분석하기 하여 다양한 조건으

로 실험을 수행하 다. FRP 박스 부재의 연결방법에는 화학  연결, 기계  연결, 혼합  연결방법을 이용하여 가로방향과 

세로방향에 해 각각 연결실험을 실시하 다. 실험결과 우 탄+볼트 2개+쉬트를 이용한 방법이 FRP 박스 부재의 가장 이

상 인 연결방법이었으며, 유한요소해석을 실시하여 거동을 검토하 다.

핵심용어 : FRP 박스부재, 모듈러, 연결방법, 복합재료 유한요소해석

Abstract

This is a basic experimental study to apply FRP modular box member to a variety of construction structures exposed to flexural 

strength, such as a slab and a girder. Tests were conducted under various conditions in order to analyze jointing performance 

features of the developed FRP modular box member as a large section. For the methods of jointing FRP modular box member, 

chemical connection, mechanical connection, and a combination of both were used to test both vertical and horizontal jointing. As a 

result of the test, using urethane+two bolts+sheets was the most efficient method of connecting FRP modular box member, and 

confirmed the efficient behavior by a finite element analysis.

Keywords : FRP box member, modular, connection method, finite element analysis of FRP

················································································································································································································

 †책임 자, 정회원․(사)한국선  에 지환경사업단

환경 랜트 선임연구원

   Tel: 042-869-9516 ; Fax: 042-862-6031

   E-mail: janghs@krs.co.kr

 * 원 학교 토목환경공학과 박사과정

** 종신회원․원 학교 토목환경공학과 교수

∙이 논문에 한 토론을 2010년 12월 31일까지 본 학회에 보내주

시면 2011년 2월호에 그 결과를 게재하겠습니다.

1. 서    론

섬유강화 복합재료(Fiber Reinforced Polymer, 이하 

FRP)는 재료의 역학  성질이 뛰어난 섬유(Fiber)와 성형에 

의해 섬유를 구속하는 매트릭스(Matrix)의 복합재료로써, 경

량에 강도가 높고 내구성이 뛰어나 여러 산업분야에 연구  개

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이성우, 2000). FRP는 건설분야

에서 보강재로써 많은 활용이 있었으나 보강재 뿐만 아니라 구

조 부재로써 활용하고자 하는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으며, 내부

에 구조부재를 충진하여 휨부재로써 강성을 높이고자 하는 연

구도 진행되었다(성배경, 2008; 정 수, 2008). 그러나 FRP 

부재에 한 충분한 연구가 이루어 지지 않아 신뢰성 있는 자료

의 부족으로 인하여 FRP 구조부재의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 지

지 않고 있다. 특히 FRP 부재를 건설 구조물에 용하기 해

서는 FRP 부재의 연결시스템에 한 신뢰성 있는 자료가 

으로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구조용 FPR 부재에 최 의 연결 시

스템을 제안하고자, FRP 박스 부재의 화학  방법, 기계  

방법  혼합  방법에 한 연결거동 실험을 수행하 다. 

이 결과를 토 로 유한요소해석을 실시하여 연결거동을 구조

으로 검토하 다.

2. 실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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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명
시험체 크기

(mm)

FRP 시험편 

개수
실험변수

FRP 박스 부재 

화학  연결

160×300×200

8
□ 우 탄 사용

□ 에폭시 사용

FRP 박스 부재 

기계  연결
8

□ 볼트 연결방식

  (1개와 2개 사용시)

FRP 박스 부재 

혼합  연결
16

□ 에폭시+쉬트

□ 우 탄+쉬트

□ 볼트+쉬트

표 1 FRP 박스 부재의 연결시스템 시험체  변수

그림 1 FRP 박스 부재의 단면

그림 2 가로연결 시험체의 센서 부착 치

그림 3 세로연결 시험체의 센서 부착 치

그림 4 가로연결 시험체의 연결부 괴실험 방법

그림 5 세로연결 시험체의 연결부 괴실험 방법

2.1 개요

국내의 FRP 제조 업체들의 세화로 인하여, 재 국내에

서 생산 가능한 최  단면은 160×300mm로서 이러한 단면

을 형 구조물에 용하기 해서는 연결을 통해 형화를 

추진해야 한다(이종순 등, 2004). 이에 본 연구에서 FRP 박

스 부재의 연결을 화학 인 방법, 기계 인 방법, 혼합 인 

방법등 크게 3가지 방법을 용하 다. 3가지 방법에 의해 제

작된 연결부 괴실험 시험체는 동일한 조건에 의해 괴실험

을 실시하여 그 결과 값을 분석하 다. FRP 박스 부재의 연

결시스템 시험체 개수  실험 변수는 표 1과 같다. FRP 박

스 부재의 크기는 160×300×200mm 3개를 1set로 하여 세

로연결과 가로연결로 각각 2종류로 제작하 다. 연결부 실험

에 사용된 FRP 박스 부재의 단면은 그림 1과 같다.

2.2 실험방법  센서부착 치

FRP 박스 부재의 화학  연결 시스템 시험체는 3개의 모

형이 1set로 구성되었으며, 앙에 치한 모형에 하 지  좌

굴모드 괴를 방지하고자 콘크리트를 충진하고(정 수, 2008) 

하 을 가력하 다. 하 재하 속도는 1±0.5mm/min로 변

제어 방식으로 시험체가 완 히 괴에 도달할 때까지 하 을 

재하하 다. 3개의 FRP 박스 부재 동일 연결지 에 변형률 

센서를 부착하여 합성 거동을 악하 으며, 하  증가에 따

른 변형률 분포를 확인하기 하여 각 부재 상부에 변형률 센

서를 부착하 다. 한, 변  센서를 각각 설치하여 슬립정도

를 악하 다. 그림 4∼그림 5는 시험체 연결  하 재하 

치를 나타냈으며, 하 재하 시 앙부분의 시험체 면에 하

이 가해지도록 고무 을 덧 고 실험을 실시하 다. 

3. 화학  방법에 의한 연결부 괴실험

3.1 시험체 제작  실험방법

화학  방법에 의한 연결부 괴실험을 변수로 FRP 구조

부재의 착용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착용 수지 인 에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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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체명 연결 치 연결방법

에폭시-가로-1
가로연결 에폭시

에폭시-가로-2

에폭시-세로-1
세로연결 에폭시

에폭시-세로-2

우 탄-가로-1
가로연결 우 탄

우 탄-가로-2

우 탄-세로-1
세로연결 우 탄

우 탄-세로-2

표 2 화학  연결시스템 시험체 명명  변수

그림 6 우 탄-가로-2 시험체의 괴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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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하  증가에 따른 변형률 분포

(에폭시-가로-2 시험체의 연결지 )

시험체명
괴하

(kN)

합성률

(%)

최  수직변

(mm)

최  횡변

(mm)

에폭시-가로-1 66.1 59.0 6.5 0.8

에폭시-가로-2 60.4 68.0 6.1 0.8

평 균 63.3 63.5 6.3 0.8

에폭시-세로-1 22.2 55.0 3.2 -

에폭시-세로-2 24.8 56.0 3.1 -

평 균 23.5 55.5 3.1 -

우 탄-가로-1 84.1 70.0 7.4 0.9

우 탄-가로-2 80.7 71.0 7.2 1.1

평 균 82.4 70.5 7.3 1.0

우 탄-세로-1 39.6 65.0 4.5 -

우 탄-세로-2 35.6 62.0 4.2 -

평 균 37.6 63.5 4.3 -

표 3 화학  방법에 의한 연결부 괴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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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하 -변 곡선(우 탄-가로-1 시험체)

와 우 탄 2종류로 하 다. 시험체의 명명과 변수를 표 2에 

나타내었다.

3.2 실험결과

FRP 박스 부재의 연결방법  화학  연결 즉, 에폭시와 

우 탄을 이용한 연결부 괴실험에 한 결과를 정리하면 

표 3과 같다. 합성률은 시험체의 동일 지 에 부착된 변형률 

센서의 값의 차이에 의해 산출하 으며, 100%일 경우 완

합성 거동을 나타내는 것으로 평가하 다. 우 탄-가로-2 시

험체의 괴양상은 그림 6에 나타내었다.

3.2.1 에폭시에 의한 연결

에폭시 연결방법에 의한 시험체의 괴형태를 분석해 보면 

가로연결과 세로연결 모두 착부의 슬립에 의한 연결 부분

의 탈락에 의한 괴를 나타내었다. 착제의 경우 시험체간

의 마찰력 부족으로 쉽게 슬립 괴가 발생되었다.

에폭시에 의한 연결시스템에서의 괴는 다소 낮은 하 에 

의한 괴가 발생되었다. 합성거동을 분석해 보면 완  합성 

거동이 아닌 55～63%정도의 부분 합성 거동을 나타내었다. 

동일지 에 부착된 변형률 값이 일치하지 않고 다소 차이를 

나타내고 있으며, 하  증가에 따른 변형률 분포 값 한 좌

우 칭이 아닌 비 칭 형상으로서 하  이 상이 완 하

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가로연결의 경우 괴하 은 평균 

63.3kN, 최  수직변 는 6.3mm, 최  횡변 는 0.8mm로 

분석되었다. 세로연결의 경우 괴하 은 23.5kN, 최  수직

변 는 3.1mm로 분석되었다.

3.3.2 우 탄에 의한 연결방법

우 탄 연결에 의한 시험체의 괴형태를 분석해 보면 우

탄을 이용한 연결방법도 에폭시의 방법과 동일하게 가로연

결, 세로연결 모두 착부의 슬립에 의한 연결부분 탈락에 

의한 괴가 발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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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기계  방법에 의한 가로연결 괴실험 경

그림 10 볼트2-세로-1 시험체의 괴양상

시험체명
괴하

(kN)

합성률

(%)

최  수직변

(mm)

최  횡변

(mm)

볼트1-가로-1 104.6 27.0 14.2 1.5

볼트1-가로-2 100.8 25.0 13.5 1.3

평 균 102.7 26.0 13.8 1.4

볼트1-세로-1 57.3 22.0 8.2 -

볼트1-세로-2 52.6 26.0 7.6 -

평 균 54.9 24.0 7.9 -

볼트2-가로-1 157.2 46.0 15.8 1.9

볼트2-가로-2 160.5 49.0 15.0 2.1

평 균 158.8 47.5 15.4 2.0

볼트2-세로-1 71.3 36.0 7.5 -

볼트2-세로-2 81.3 38.0 7.6 -

평 균 76.3 37.0 7.5

표 4 기계  방법에 의한 연결부 괴실험 결과

우 탄에 의한 연결부 괴실험 결과 에폭시에 의한 연결방

법과 비교해 볼때 괴하 은 다소 증가하 다. 한, 합성률

을 분석해 보면 우 탄 역시 완  합성 거동을 나타내지 않았

으나, 합성률이 약 63～70%정도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우

탄을 이용한 연결방법에서 동일지 에 부착된 변형률 값이 차

이를 보이고 있으며, 하  증가에 따른 변형률 분포 역시 좌

우 칭이 아닌 비 칭 형상으로 하  이가 불완 한 것으

로 분석되었다. 가로연결의 경우 괴하 은 82.4kN, 최  

수직변  7.3mm, 최  횡변  1.0mm로 분석되었으며, 세

로연결의 경우 괴하  37.6kN, 최  수직변  4.3mm로 

분석되어 에폭시에 비해 괴하 이 약 23～37%정도 증가됨

을 확인할 수 있었다.

4. 기계  방법에 의한 연결부 괴실험

4.1 시험체 제작  실험방법

FRP 박스 부재의 연결방법  일반 으로 성능이 가장 

우수한 볼트에 의한 기계  연결방법이다(박용찬, 2007). 

일반 으로 FRP 바닥 에서 바닥 과 거더와의 연결을 볼트

에 의해 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볼트에 의한 연결방법은 

FRP 부재 자체에 손상을 가하므로 주의를 요하는 방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고장력 볼트가 아닌 일반 볼트를 이용하여 볼

트의 개수를 변수로 하여 연결부 괴실험을 실시하 다. 

기계  연결 방법에 의한 연결부 괴실험을 한 변수로 

볼트의 개수 즉, 1개와 2개의 볼트에 의한 연결부 구조거동

을 악하 다. 기타 실험방법  센서의 부착 치는 화학  

연결방법과 동일하게 실시하 다.

4.2 실험결과

FRP 박스 부재의 기계  방법에 의한 연결부 괴실험 

결과를 종합 으로 정리하면 표 4와 같으며, 볼트2-세로-1 

시험체의 괴양상은 그림 10에 나타내었다.

4.2.1 볼트 1개에 의한 연결방법

괴형태를 분석해 보면 가로연결의 경우 FRP 박스 부재

의 연결부 단에 앞서 먼  볼트가 단되었다. 본 시험체

에 사용된 볼트가 고장력 볼트가 아닌 일반 볼트를 사용하여 

시험체보다 앞서 볼트가 단된 것으로 단된다. 추후 고정

력 볼트를 사용할 경우 괴하 을 좀 더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한, 괴시 섬유층의 단과 함께 섬유층

간의 구속효과에 의해 괴하 이 이란 화학  방법보다 높

게 측정되었다. 세로연결의 경우 연결부 단이 아닌 복부부

분에서 볼트의 괴가 발생되었으며, 가로연결과 비슷하게 

섬유층의 구속효과에 의해 괴하 이 화학  방법보다 약 

10%정도 증가하 다.

볼트 1개에 의한 연결부 괴실험 결과 화학  방법보다 

괴하 이 약 20～34%정도 증가하 으나, 합성 거동의 경우 

화학  연결방법에 비해 반정도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되었

다. 가로연결의 경우 괴하 이 102.7kN, 합성률은 26%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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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하  증가에 따른 변형률 분포

(볼트1-세로-1 시험체의 상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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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하 -변 곡선(볼트2-가로-1 시험체) 

그림 13 혼합  방법에 의한 세로연결 괴실험 경

도, 최  수직변 는 13.8mm, 최  횡변 는 1.4mm로 분석

되었다. 세로연결의 경우 괴하 이 54.9kN, 합성률은 

24%, 최  수직변 는 7.9mm로 분석되었다.

4.2.2 볼트 2개에 의한 연결방법

볼트 2개에 의해 연결된 시험체의 괴형태를 분석해 보

면 볼트 1개에 의한 연결방법보다 볼트 2개에 의한 연결시스

템이 괴하  증가에 효율 이며, 볼트 2개에 의한 연결시

스템의 경우 일반 볼트를 사용해도 무방하다. 한, 본 FRP 

박스 부재 3개를 1set로 연결시킬 경우 볼트 2개의 연결이 

괴하  측면에서 정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볼트 2개에 의한 연결부 괴실험 결과 볼트 1개에 비해 

FRP 박스 부재의 합성률은 약 1.5배정도 증가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 괴하 이 볼트 1개에 비해 약 2배정도 

증가하 다. 화학  연결방법과 비교해 볼 때 괴하 은 증

가하 으나, 합성률은 화학  연결방법보다는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볼트에 의한 FRP 박스 부재의 연결시 

볼트의 개수를 증가할 경우 합성률은 증가하겠으나, 괴하

의 증가 가 는 어려울 것으로 단된다. 괴하 은 볼트 

2개일 경우 가장 정한 것으로 단된다. 볼트 2개의 연결 

 가로연결의 경우 괴하 이 518.8kN, 합성률은 47.5%, 

최  수직변  15.4mm, 최  횡변  2.04mm로 분석되었

으며, 세로 연결의 경우 괴하  76.3kN, 합성률 37.0%, 

최  수직변  7.5mm로 분석되었다.

5. 혼합  방법에 의한 연결부 괴실험

5.1 시험체 제작  실험 방법

본 혼합  연결방법은 앞에서 수행한 화학  연결방법과 

기계  연결방법에 FRP 쉬트를 감싸는 방법으로서, FRP 

쉬트의 구속에 의한 괴하   합성률의 변화를 악하고

자 하 다. 혼합  연결방법에 의한 연결부 괴실험을 한 

변수를 에폭시+쉬트, 우 탄+쉬트, 볼트 1개+쉬트, 볼트 

2개+쉬트로서 순수 화학  연결일 경우와 순수 기계  연결

일 경우와의 비교를 통하여 FRP 쉬트의 효과를 확인하고자 

하 다. FRP 쉬트는 모든 시험체에 약 2mm 정도의 두께를 

갖도록 감싸주었다. 기타 실험방법  센서의 부착 치는 앞

에서 수행한 실험과 모두 동일하게 하 으며, 시험체는 변수

당 1set로 제작하여 실험을 수행하 다.

5.2 실험결과

FRP 박스 부재의 연결방법  혼합  연결인 에폭시+쉬

트, 우 탄+쉬트, 볼트 1개+쉬트, 볼트 2개+쉬트에 한 연

결부 괴실험 결과를 정리하면 표 5와 같으며, 볼트 2개+쉬

트 세로-1 시험체의 괴양상은 그림 14에 나타내었다.

5.2.1 에폭시+쉬트에 의한 연결방법

에폭시와 쉬트에 의해 연결된 시험체의 괴형태를 분석해 

보면 괴 기에는 에폭시만 연결했을 경우와 비슷하게 

착부에서 슬립이 발생되다가 FRP 쉬트의 구속에 의해 괴 

하 이 조 씩 상승하면서 쉬트의 단과 동시에 시험체가 

분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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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하  증가에 따른 변형률 분포

(에폭시+쉬트-가로연결 시험체의 연결지 )

그림 14 볼트2+쉬트 세로-1 시험체의 괴양상

시험체명
괴하

(kN)

합성률

(%)

최  

수직변

(mm)

최  

횡변

(mm)

에폭시+쉬트 가로-1 68.2 68 4.9 1.0

에폭시+쉬트 세로-1 31.2 56 3.8 -

우 탄+쉬트 가로-1 77.4 72 4.1 0.6

우 탄+쉬트 세로-1 47.2 65 3.5 -

볼트 1개+쉬트 가로-1 106.2 29 9.1 3.3

볼트 1개+쉬트 세로-1 59.2 32 4.1 -

볼트 2개+쉬트 가로-1 161.7 45 9.2 1.3

볼트 2개+쉬트 세로-1 71.2 37 4.5 -

표 5 혼합  방법에 의한 연결부 괴실험 결과

에폭시+쉬트에 의한 연결시스템의 경우 순수 에폭시만으

로 연결했을때 보다 FRP 쉬트의 구속효과에 의해 괴하

이 조  상승되었다. 합성률의 경우 순수 에폭시만으로 연결

했을 때 보다 조  상승되었으나, 이는 실험이나 시험체 제

작시에 발생되는 오차  경제성 등을 고려한다면 향이 크

지 않는 것으로 단된다. 에폭시+쉬트에 의한 연결  가

로연결의 경우 괴하 이 68.2kN, 합성률 68%, 최  수

직변  4.9mm, 최  횡변 는 1.0mm로 분석되었으며, 세

로연결의 경우 괴하  31.2kN, 합성률 56%, 최  수직

변  3.8mm로 분석되었다.

5.2.2 우 탄+쉬트에 의한 연결방법

우 탄+쉬트에 의해 연결된 시험체의 괴형태를 분석해 

보면 순수 우 탄으로 연결했을 경우보다는 괴하 이 증가

되었으며, 괴형태는 에폭시+쉬트에 의한 시험체와 동일하

게 FRP 쉬트의 단과 함께 괴가 발생되었다.

우 탄+쉬트에 의한 연결시스템의 경우 순수 우 탄만으로 

연결했을 때보다 가로연결의 경우 괴하 이 다소 낮게 측정

되었는데, 이는 FRP 박스 부재의 시험체 제작  실험시 실수 

등에 의한 오차에 의한 것으로 단된다. 그러나 세로 연결의 

경우 역시 순수 우 탄만으로 연결했을 때보다 괴하 이 약 

11kN 정도 상승되었으며, 합성률의 경우에는 FRP 쉬트에 의

해 약 10%정도 증가되었다. 우 탄+쉬트에 의한 연결  가

로연결의 경우 괴하 이 77.4kN, 합성률 72%, 최  수직

변  4.1mm, 최  횡변 는 0.6mm로 분석되었으며, 세로연

결의 경우 괴하  47.2kN, 합성률 65%, 최  수직변  

3.5mm로 분석되었다.

5.2.3 볼트 1개+쉬트에 의한 연결방법

볼트 1개+쉬트에 의해 연결된 시험체의 괴형태를 분석

해 보면 가로연결과 세로연결 모두 볼트의 휨에 의한 FRP 

박스 부재의 손이 발생되다가 볼트의 괴가 발생된 후 쉬

트 부분의 괴가 발생되었다. 볼트 1개+쉬트에 의한 연결

시스템의 경우 볼트 1개로 연결했을때 가로연결과 세로연결 

모두 괴하 이 다소 증가되었으며, 합성률 한 아주 조  

상승됨을 확인하 다. 볼트 1개+쉬트에 의한 연결  가로

연결의 경우 괴하 이 106.2kN, 합성률 29%, 최  수직

변  9.1mm, 최  횡변 는 3.3mm로 분석되었으며, 세로

연결의 경우 괴하  59.2kN, 합성률 32%, 최  수직변

 4.1mm로 분석되었다.

5.2.4 볼트 2개+쉬트에 의한 연결방법

볼트 2개+쉬트에 의해 연결된 시험체의 괴형태를 분석

해 보면 볼트 2개만으로 연결했을 경우와 비슷하게 볼트의 

손보다는 FRP 박스 부재의 복부 쪽에서 먼  괴가 발생

된 후 FRP 쉬트가 괴되었다. 괴시 모든 시험체가 항복

이 없는 취성 괴가 발생되었다.

볼트 2개+쉬트에 의한 연결시스템의 경우 역시 볼트 2개

로 연결했을때 가로연결과 세로연결 모두 괴하 이 다소 

증가되었으나, 합성률이 조  감소되었다. 이는 시험체 제작

에 따른 오차로 단되며, 시험체 제작시 철정한 품질 리가 

필요할 것으로 단된다. 볼트 2개+쉬트에 의한 연결  가

로연결의 경우 괴하 이 161.7kN, 합성률 45%, 최  수

직변  9.2mm, 최  횡변 는 1.3mm로 분석되었으며, 세



장화섭․김호선․곽계환

한국 산구조공학회 논문집 제23권 제5호(2010.10) 461

그림 17 화학  연결에 의한 연결부 괴실험 시험체의 해석 모델D isplacem ent (m 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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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하 -변  곡선

(볼트2개+쉬트-가로연결 시험체)

재료 특성
상부

랜지

하부

랜지

간

랜지
복부

탄성계수 

(MPa)

E1 35,120 35,120 35,210 34,160

E2 18,650 18,650 18,650 17,169

단탄성계수 

(MPa)

G12 3,540 3,540 3,540 3,210

G13 3,540 3,540 3,540 3,210

G23 350 350 350 350

포아송비 Nu12 0.3 0.3 0.3 0.3

인장강도 

(MPa)

 395.4 395.4 395.4 311.3

 136.3 136.3 136.3 131.7

압축강도 

(MPa)

 -416.9 -416.9 -416.9 -402.8

 -136.8 -136.8 -136.8 -106.7

단강도 

(MPa)
 71.8 71.8 71.8 68.4

표 6 유한요소해석에 사용된 FRP 재료 물성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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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에폭시에 의한 연결부 괴실험 시험체의 해석결과

로연결의 경우 괴하  71.2kN, 합성률 37%, 최  수직

변  4.5mm로 분석되었다. 

6. 연결부 괴실험 해석

6.1 유한요소해석

해석에 사용된 해석 상 구조물은 실험에서 수행된 세로

연결부 괴실험 시험체  화학  연결  기계  연결에 

한 실험에 해 모델링하 으며, 지지조건은 양단 모두 롤

러지 으로 모델링하 다(지 습 등, 2006). 유한요소해석

에서 사용된 FRP 박스 부재의 특성치는 선행연구(정 수, 

2008)의 기본물성 실험에서 구한 값들을 사용하 으며, 표 

6과 같다.

FRP 박스 부재의 연결부 괴실험 시험체에 충진된 콘크

리트는 28MPa을 사용하 으며, 포아송비는 0.17을 사용하

다. FRP 박스 부재의 연결부 괴실험 시험체의 단면은 형

상 변화가 많기 때문에 FRP 부분을 쉘(Shell)요소로 모델링

할 때 단면 특성을 제 로 반 하기 어렵다고 단되어 솔리

드(solid)요소를 채택하 다. solid 요소는 ABAQUS에서 제

공하는 20  솔리드 요소(C3D8R)를 사용하 다. 따라서, 

본 장에서 수행한 유한요소해석은 가장 기본 인 해석으로 본 

실험의 정성만을 규명하는데 그 의의를 두었다. 

시험체의 모델링을 해 FRP 박스 부재의 충진된 콘크리트

는 FRP와 완 강결(perfect tie)조건이 아닌 성배경(2008) 

연구에서 제안된 면 (surface to surface contact)조건을 

이용하 으며, 마찰계수는 0.5 값을 용하 다. 한, FRP 

박스 부재들 간의 화학  연결방법 역시 면 의 마찰계수를 

변수로 하여 해석을 실시하 다.

6.2 해석 결과

FRP 박스 부재의 연결부 괴실험 실험  화학  연결

에 한 유한요소해석 결과 연결부 괴실험 시험체의 앙 

하단부 앙 의 처짐값을 그림 18~그림 20에 나타내었다. 

해석결과 FRP 박스 부재의 에폭시에 의한 연결방법은 강결 

연결로 모델링한 경우 완 합성거동을 나타내 실험값과 상당

한 차이를 나타냈으며, 마찰계수 0.7을 용할 때 가장 정확

하게 실험값과 일치하 다. 한, 우 탄을 이용한 연결부 

괴실험 해석결과 마찰계수 값이 0.8을 용할 때 실험결과와 

가장 근 한 거동을 보이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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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우 탄에 의한 연결부 괴실험 시험체의 해석결과

그림 20 화학  방법에 의한 연결부 괴실험 시험체의 

주응력 분포도

7. 요약  결론

7.1 실험 요약

이상의 실험 결과들을 종합 으로 정리하면 그림 21～그

림 23과 같다. 그림 21과 같이 가로연결 시험체는 Bolt-2EA 

+Sheet의 괴하 이 가장 높으며, 그림 22와 같이 세로연

결 시험체는 Bolt-2EA의 괴하 이 가장 높게 평가되었다. 

합성률은 그림 23과 같이 Ureth-ane+Sheet가 가장 높게 

평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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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가로연결 시험체의 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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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세로연결 시험체의 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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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합성률 비교

7.2 결    론

본 연구는 FRP 박스부재의 연결거동을 평가하고자 하

으며,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FRP 박스 부재의 화학  연결방법의 경우 매우 낮은 

하 에서 슬립에 의한 괴가 발생되었으나, 합성률은 

우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 에폭시와 우 탄  

우 탄이 에폭시에 의한 연결방법보다 성능이 더 우수

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2) FRP 박스 부재의 기계  연결방법의 경우 다소 높은 

하 에서 괴가 발생되었으나, 합성률은 상당히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일반 으로 160×300×200mm의 

FRP 박스 부재에 기계  연결방법을 용할 경우 일

반볼트 2개를 사용하는 것이 정한 것으로 분석되었

다.

(3) FRP 박스 부재의 혼합  방법의 경우 FRP 쉬트에 

의해 FRP 박스 부재의 요철단면을 직사각형 단면으

로 단순화할 수 있었으며, 쉬트의 구속효과에 의해 

괴하   합성률이 증가되었다.

(4) FRP 박스 부재의 효율 인 연결은 우 탄을 이용하



장화섭․김호선․곽계환

한국 산구조공학회 논문집 제23권 제5호(2010.10) 463

여 일차 으로 연결을 실시한 후 일반 볼트 2개를 추

가로 연결시키고 마지막으로 FRP 쉬트를 감싼다면 

가장 효율 인 연결방법이 될 것으로 단된다.

(5) 유한요소해석결과 FRP 박스 부재의 에폭시에 의한 

연결방법은 강결 연결로 모델링한 경우 완 합성거동

을 나타내 실험값과 상당한 차이를 나타냈으며, 마찰

계수 0.7을 용할 때 가장 정확하게 실험값과 일치

하 다. 한, 우 탄을 이용한 연결부 괴실험 해석

결과 마찰계수 값이 0.8을 용할 때 실험결과와 가

장 근 한 거동을 보이고 있었다. 

결론 으로 괴하  측면에서는 볼트 2개를 사용하는 것

이 가장 바람직하며 합성효과 측면에서는 우 탄을 사용하는 

것이 효율 이다. 따라서, 추후 FRP 박스 부재 연결시에는 

우 탄과 함께 볼트 2개와 쉬트르 함께 사용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고 단된다.

한, 화학  연결방법에 하여 유한요소해석을 실시한 

결과 값과 실험 결과 값을 비교한 결과 한 마찰계수 값

은 약 0.75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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