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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 형 FRP 합성박스 모듈의 압축 괴 거동 분석

Analysis of Compressive Fracture Behavior of Filled FRP Composite Box Mod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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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본 연구는 다양한 건설 구조물  휨 응력을 받는 부재인 슬래 , 거더 등에 FRP(Fiber Reinforced Polymer) 박스부재

를 용하기 한 기  실험  연구이다. 조립이 가능한 FRP 부재를 제작하여 FRP 박스부재의 형단면으로서의 연결 후 

압축 괴 거동 특성을 분석하기 하여 다양한 조건으로 실험을 수행하 다. FRP 박스부재의 상부에 충진재와 하 재하 

방법  연결형태에 따른 압축 괴 거동 실험을 실시하 으며, 이를 이용하여 유한요소해석을 수행하 다. 해석결과를 실

험결과와 비교한 결과 강성이 약간 낮게 조사되었으나 시험체의 괴지 에 응력이 집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핵심용어 : FRP 박스부재, 압축 괴 거동, 복합재료 유한요소해석

Abstract

This study is a basic experimental research to apply FRP (Fiber Reinforced Polymer) box members to slabs and girders among 

various architectural structures, which receive bending stress. We prepared prefabricated FRP member and connected it to an FRP 

box member as a large cross section before we conducted an experiment in diverse conditions to analyze characteristics of 

compressive fracture behavior. In this study, we carried out a compressive fracture behavior test according to fillers on the upper 

part of the FRP box member, loading methods, and connective types and thereby performed a finite element analysis. The 

comparison of analysis results with test results revealed that rigidity was found to be slightly low, while stress was concentrated 

on the fracture point of the sample. 

Keywords : FRP box member, compressive fracture behavior, finite element analysis of F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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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섬유강화 복합재료(Fiber Reinforced Polymer, 이하 

FRP)는 재료의 역학  성질이 뛰어난 섬유(Fiber)와 성형

에 의해 섬유를 구속하는 매트릭스(Matrix)의 복합재료로

써, 경량에 강도가 높고 내구성이 뛰어나 여러 산업분야에 

연구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이성우, 2000). FRP

는 건설분야에서 보강재로써 많은 활용이 있었으나 보강재 

뿐만 아니라 구조부재로써 활용하고자 하는 연구들이 진행되

고 있으며, 내부에 구조부재를 충진하여 휨부재로써 강성을 

높이고자 하는 연구도 진행되었다(성배경, 2008; 정 수, 

2008). 그러나 구조부재로써 FRP 부재의 특성에 한 충분

한 연구가 이루어 지지 않음으로 자료의 신뢰성이 낮아 FRP 

구조부재의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 특히 

FRP 부재를 건설 구조물에 실 용하기 해서는 FRP 부재

의 신뢰성있는 자료가 으로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구조용 공형 FPR 부재의 압축 괴

거동을 분석하기 하여 FRP 모듈형 박스부재의 상부에 충

진재와 하 재하 방법  연결형태에 따른 압축 괴 거동 시

험을 실시하 다. 이 결과를 토 로 유한요소해석을 실시하

여 압축 괴 거동을 구조 으로 검토하 다.

2. 실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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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FRP 박스부재의 단면

(b) TYPE 1-B

(a) TYPE 1-A

(c) TYPE 1-C

(d) TYPE 1-D

그림 2 TYPE 1 시험체 압축 괴 시험 형상  하 재하 방법

(a) TYPE A (b) TYPE B

(c) TYPE C (d) TYPE D

그림 3 센서부착 치도

그림 4 TYPE 1-C 시험체의 실험 경

2.1 개요

FRP 모듈형 박스부재는 휨부재 등에 다양한 활용을 하

여 그림 1과 같이 상부에 구조부재의 충진이 가능하며 조립이 

가능한 단면으로 설계하 다. 휨부재의 경우 상부가 압축응

력을 견디게 되고, 이 부분을 렴하며 압축력이 강한 부재로 

체하여 강성을 확보하면서 단가를 낮추고자 하 다. 한, 

국내의 FRP 제조업체들의 세화로 인하여, 본 연구에서 제

작한 FRP 단면은 재 국내에서 생산 가능한 단면인 160 

×300mm로서, 이러한 단면을 형 구조물에 용하기 해

서는 조립을 통해 형화를 추진해야 한다(이종순 등, 2004). 

이에 본 연구에서 FRP 박스부재의 연결 조립 시의 압축 괴 

거동을 알아보고자 시험체 크기는 160×300×200mm로 총 

3종류의 TYPE 별로 제작하 다. TYPE 1은 공 단면 형

상으로서 TYPE 1-A는 순수 FRP 부재 1개에 상부 체 등

분포 하 이 작용한다는 조건이다. TYPE 1-B의 경우에는 

FRP 모듈형 박스부재를 가로 연결 조립을 실시한 후 등분포 

하 이 작용한다는 조건이다. TYPE 1-C의 경우에는 FRP 

모듈형 박스부재를 세로로 연결하여 등분포 하 을 재하 하

는 조건으로 제작하 다. 마지막으로 TYPE 1-D의 경우에

는 1-B의 경우와 동일하나 하 조건이 등분포가 아닌 착

부 복부에 하 을 집 한다는 조건하에 시험체를 제작하

다. 성배경(2008)은 FRP 박스부재의 상부에 콘크리트를 충

진할 필요성을 제안하 고, 김병민(2006)은 FRP 바닥 의 

상부에 구조 폼을 충진하 을 경우 비충 일 경우와 비교하

여 높은 강도를 나타내는 것을 확인하 다. 이에 본 연구에

서는 상부에 콘크리트를 충진한 TYPE 2와 우 탄 폼을 충

진한 TYPE 3을 제작하여 충진재의 변화에 따른 복부의 압

축 괴 거동을 분석하고자 하 다. 실험의 정확성을 높이고

자 시험체는 2개씩을 제작하여 실험을 수행하 다. 이상의 

압축 괴 시험체와 하 재하 방법을 도식 으로 나타내면 그

림 2와 같다.

2.2 실험방법  센서부착 치

실험은 2000kN 용량의 UTM을 이용하여 실시하 으며, 

변 제어 방식으로 시험체가 완 히 괴에 도달할 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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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TYPE 2-D 시험체의 실험 경 그림 6 TYPE 1-A-1 시험체의 괴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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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TYPE A 시험체의 강성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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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TYPE 1-A-1 시험체의 하 -변  곡선

하 을 재하하 다. 그림 3은 센서부착 치와 그림 4~그림 

5는 시험체의 실험 경을 나타내었다.

3. FRP 모듈형 박스부재의 압축 괴 실험결과

3.1 TYPE A 시험체

TYPE A 시험체는 FRP 모듈형 박스부재 1개의 시험체

로서 상부에 등분포 하 을 작용시킨 경우이며, 실험결과를 

정리하면 다음 표 1과 같다. 

시험체명
괴하

(kN)

최 변형률

()

최 변

(mm)

강성

(kN/mm)

TYPE 1-A-1
공

154.0 2878 1.71 90.0

TYPE 1-A-2 153.6 3065 1.87 81.9

평  균 153.8 2971 1.79 85.95

TYPE 2-A-1 콘크

리트

277.6 4862 1.02 273.0

TYPE 2-A-2 291.2 5125 1.17 248.5

평  균 284.4 4994 1.10 260.75

TYPE 3-A-1 우

탄폼

187.6 3264 1.39 135.5

TYPE 3-A-2 171.8 3058 1.52 113.2

평  균 179.7 3161 1.46 124.35

표 1 TYPE 별 A형 시험체의 압축 괴 실험결과

3.1.1 괴형상

FRP 모듈형 박스부재 1개에 체 등분포 하 을 재하 하

여 괴 시 괴형상을 그림 6에 나타내었다.

TYPE A 시험체의 압축 괴 실험결과, 괴는 충진재 유

무와 충진재의 종류에 계없이 모두 FRP 모듈형 박스부재 

좌측 하면 복부 부분에서 섬유의 탈락에 의한 단 괴가 발

생되었다. 상부의 요철부 에 계없이 웹부분이 주 하 을 

견디는 것으로 확인되며, 좌측의 웹부분이 취약부로 작용하

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3.1.2 강성 비교

TYPE A 시험체의 강성을 비교한 그림을 그림 7에 나타내

었으며, 하 -변  곡선은 그림 8에 나타내었다. TYPE 1-A 

시험체의 강성은 85.95kN/mm로 분석되었고, TYPE 2-A 

시험체의 강성 260.75kN/mm 로서 콘크리트 충진에 따른 강

성증진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우 탄을 충진한 TYPE 

3-A 시험체의 경우 강성 124.35kN/mm로서 공단면에 비

해 강성이 조  증가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충진재 유

무나 충진재의 종류에 계없이 모든 시험체에서 선형, 탄성거

동을 나타내었다.

3.2 TYPE B 시험체

TYPE B 시험체는 FRP 모듈형 박스부재 2개의 가로 방향

으로 연결시킨 시험체로서 상부에 등분포 하 이 체 으로 

작용된 경우이며, 실험결과를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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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TYPE 2-B-1 시험체의 하 -변  곡선

시험체명
괴하

(kN)

최 변형률

()

최 변

(mm)

강성

(kN/mm)

TYPE 1-B-1
공

277.0 4862 1.02 271.3

TYPE 1-B-2 254.8 4325 1.11 230.3

평  균 265.9 4593 1.06 250.80

TYPE 2-B-1 콘크

리트

358.1 3754 0.47 756.6

TYPE 2-B-2 316.8 4016 0.69 457.5

평  균 337.4 3885 0.58 607.05

TYPE 3-B-1 우

탄폼

284.6 3965 0.85 335.7

TYPE 3-B-2 275.6 3954 0.87 316.5

평  균 280.1 3959 0.86 326.10

표 2 TYPE별 B형 시험체의 압축 괴 실험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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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TYPE B 시험체의 강성 비교

3.2.1 괴형상

FRP 모듈형 박스부재 1개에 체 등분포 하 을 재하 하

여 괴시 괴형상을 그림 9에 나타내었다. TYPE 1 시험

체와 TYPE 3 시험체에서는 좌측 하면 복부 부분에서 섬유 

탈락에 의한 괴가 발생되었으며, TYPE 2 시험체에서는 

좌측 상면 복부 부분에서 괴가 발생되었다. TYPE A 시험

체와 마찬가지로 좌측 웹부분의 단면 보강이 필요할 것으로 

단된다. 

그림 9 TYPE 2-B-1 시험체의 괴형상

3.2.2 강성 비교

TYPE B 시험체의 강성을 비교한 그림을 그림 10에 나타

내었으며, 하 -변  곡선은 그림 11에 나타내었다. 공단면

인 TYPE 1-B 시험체의 경우 강성은 250.80kN/mm로 분석

되었으며, 콘크리트를 충진한 TYPE 2-B 시험체의 강성은 

607.05kN/mm로 공단면 시험체보다 약 2.4배정도 증가됨

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 탄 폼을 충진한 TYPE 3-C 시험체

는 강성 326.10kN/mm로서 공단면 시험체에 비해 강성이 

약 1.3배 증가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3.3 TYPE C 시험체

TYPE C 시험체는 FRP 모듈형 박스부재 2개를 세로 방

향으로 연결시켜 복부 길이를 증가시킨 시험체로서 상부에 

체 등분포 하 이 작용된 경우이며, 실험결과를 정리하면 

다음 표 3과 같다. 

시험체명
괴하

(kN)

최 변형률

()

최 변

(mm)

강성

(kN/mm)

TYPE 1-C-1
공

198.5 7532 2.94 67.5

TYPE 1-C-2 183.6 4518 2.47 74.2

평  균 191.1 6025 2.71 70.85

TYPE 2-C-1 콘크

리트

265.3 8623 0.36 731.1

TYPE 2-C-2 248.9 7935 0.42 595.9

평  균 257.1 8279 0.39 663.50

TYPE 3-C-1 우

탄폼

215.1 6140 1.97 109.2

TYPE 3-C-2 210.8 6053 1.98 106.5

평  균 212.9 6096 1.98 107.85

표 3 TYPE별 C형 시험체의 압축 괴 실험결과

3.3.1 괴형상

FRP 모듈형 박스부재 2개를 세로 연결하여 상부에 체 

등분포 하 을 작용시킨 TYPE C 시험체의 괴형상을 그림 

12에 나타내었다. 6개 시험체 모두 비교  두께가 얇은 지

인 좌측 웹 부분에서 섬유 탈락에 의한 취성 괴가 발생되어 

구조  취약부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3.3.2 강성 비교

TYPE C 시험체의 강성을 비교한 그림을 그림 13에 나타

내었으며, 하 -변  곡선은 그림 14에 나타내었다. TYPE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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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TYPE 3-C-2 시험체의 괴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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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TYPE C 시험체의 강성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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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TYPE 1-C-2 시험체의 하 -변  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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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TYPE D 시험체의 강성 비교

시험체의 압축 괴 실험결과 공단면인 TYPE 1 시험체의 

강성은 70.85kN/mm로 조사되었으며, 콘크리트를 충진한 

TYPE 2 시험체의 경우 강성은 663.50kN/mm로서 공단

면에 비해 약 9.4배의 강성 증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 탄 

폼을 충진한 TYPE 3 시험체의 강성은 107.85kN/ mm로서 

역시 공단면에 비해 강성이 다소 증가 됨을 확인할 수 있었

다.

3.4 TYPE D 시험체

TYPE D 시험체는 FRP 모듈형 박스부재 2개를 가로 방

향으로 연결시킨 시험체로서 시험체는 TYPE B와 일치하나 

하 을 연결부 복부에만 집 하 을 재하시킨 경우이며, 실

험결과를 정리하면 표 4와 같다. 

3.4.1 괴형상

FRP 모듈형 박스부재 2개를 가로 연결하여 연결부 복부 

에 집 하 을 작용시킨 TYPE D 시험체의 괴형상을 그

림 15에 나타내었다. 연결부 괴를 유도한 TYPE D 시험

체의 경우 모든 시험체에서 연결부 복부 부분에 섬유 탈락에 

의한 종방향 취성 괴가 발생되었다.

시험체명
괴하

(kN)

최 변형률

()

최 변

(mm)

강성

(kN/mm)

TYPE 1-D-1
공

176.3 10636 2.34 75.5

TYPE 1-D-2 181.1 9965 2.33 77.6

평  균 178.70 10300 2.34 76.55

TYPE 2-D-1 콘크

리트

219.6 7632 0.75 291.7

TYPE 2-D-2 208.6 6854 0.80 260.8

평  균 214.1 7243 0.78 276.25

TYPE 3-D-1 우

탄폼

196.2 6945 2.01 97.8

TYPE 3-D-2 187.6 6845 1.98 94.9

평  균 191.9 6895 2.00 96.35

표 4 TYPE별 D형 시험체의 압축 괴 실험결과

그림 15 TYPE 2-D-1 시험체의 괴형상

3.4.2 강성 비교

TYPE D 시험체의 강성을 비교한 그림을 그림 16에 나타

내었으며, 하 -변  곡선은 그림 17에 나타내었다. TYPE 

D 시험체의 압축 괴 실험결과 공단면인 TYPE 1 시험체

의 강성은 76.55kN/mm로 분석되었으며, 콘크리트를 충진

한 TYPE 2 시험체의 강성은 276.25kN/mm로 공단면에 

비해 강성이 약 3.6배가 증가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 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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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TYPE 2-D-1 시험체의 하 -변  곡선

(a) TYPE 2-A & 3-A (b) TYPE 2-B & 2-D & 3-B & 3-D (c) TYPE 2-C & 3-C

그림 18 TYPE 2 & 3 시험체의 해석모델

(a) TYPE 1-A (b) TYPE 1-B & 1-D (c) TYPE 1-C

그림 19 TYPE 1 시험체의 해석모델

재료 특성 랜지 복부

탄성계수(MPa)
E1 35,120 34,160

E2 & E3 18,650 17,169

단탄성계수(MPa)
G12 & G13 3,540 3,210

G23 350 350

포아송비 Nu12 0.3 0.3

인장강도(MPa)
 395.4 311.3

 136.3 131.7

압축강도(MPa)
 -416.9 -402.8

 -136.8 -106.7

단강도(MPa)  71.8 68.4

표 5 유한요소해석에 사용된 FRP 재료 물성치

폼을 충진한 TYPE 3 시험체의 강성은 57.5 kN/mm로서 

공단면에 비해 다소 증가되었으나, 콘크리트를 충진한 시

험체에 비해서는 약 35%정도 작은 값을 나타내었다.

4. 압축 괴 모드 해석

4.1 유한요소해석

실험의 정성을 규명하기 하여 범용 유한요소해석 로

그램인 ANSYS를 이용하여 유한요소해석을 수행하 다. 유

한요소해석에서 사용된 FRP 박스부재의 특성치는 정 수

(2008)의 연구의 기본물성 실험에서 구한 값들을 사용하

으며, 표 5와 같다.

FRP 박스부재의 압축 괴 실험 시험체에 충진된 콘크리

트는 28MPa을 사용하 으며, 포아송비는 0.17을 사용하

다. 한 우 탄 폼은 도 17~25kg/m
3
으로서, 연소성의 

성질을 갖는 건설용 재료를 사용하 다. FRP 박스부재의 압

축 괴 실험 시험체의 단면은 형상 변화가 많고 섬유방향과 

섬유직각방향의 물성치가 달라 , , 방향의 물성치를 각

각 용해야 되므로 FRP 부분을 쉘(Shell)요소로 모델링할 

때 단면 특성을 제 로 반 하기 어렵다고 단되어 8  

솔리드(solid)요소를 채택하 으며, 웹과 랜지의 탄성계수

가 다르므로 특성을 악하고자 웹과 랜지를 구분하여 물

성치를 입력하 다. 이 때, 웹과 랜지는 완 강결(perfect 

tie)조건으로 하 으며, 그림 18~19에 해석모델을 나타내었

다.

시험체의 모델링을 해 FRP 박스부재의 충진재와 FRP 

부재간은 완 강결 조건이 아닌 성배경(2008) 연구에서 제

안된 면 (surface to surface contact)조건을 이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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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마찰계수는 0.5 값을 용하 다. 해석 상 구조물의 

지지조건은 하단 고정지 으로 모델링하 으며, 상부에 실험

과 동일한 하 조건과 괴당시의 최 하 을 용하여 해석

을 수행하 다. 

4.2 해석결과

FRP 박스부재의 압축 괴 시험 해석값의 최  변 값을 

표 6에 나타났으며, 이를 이용한 강성을 그림 20~22에 실

험값과 비교하 다. 압축 괴 시험 해석결과 실측변 에 비

하여 해석변 의 차이가 나타났다. 이는 실측실험의 변  값

은 축방향 변 값의 최 치를 계측한 것이나, 해석 변 값은 

축방향  종방향과 횡방향의 변 값  최 치를 이용함으로

서 나온 오차와 실험수행에서 덧  고무재의 처짐을 제외한 

수치의 용 시 오차로 단된다. 괴모형은 FRP 박스부재

의 실험거동과 비슷한 거동을 보이고 있었다(그림 23). 

TYPE 1 TYPE 2 TYPE 3

A B C D A B C D A B C D

1.90 3.51 4.79 4.81 1.12 3.51 2.24 2.45 1.32 3.04 3.73 3.84

표 6 압축 괴 해석결과 최 변 (단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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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 TYPE 1 시험체의 해석값과 실측값을 이용한 강성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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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TYPE 2 시험체의 해석값과 실측값을 이용한 강성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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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TYPE 3 시험체의 해석값과 실측값을 이용한 강성 비교

(a) TYPE 1-A (b) TYPE 1-B

(c) TYPE 2-C (d) TYPE 2-D

(e) TYPE 3-A (f) TYPE 3-C

그림 23 유한요소해석 변 도

4.3 형 모듈해석

FRP 모듈형 박스부재는 소형 단면을 형화로 조립 가능

한 단면으로 설계하 다. 본 장에서는 형 단면 용시의 

압축 괴를 검토하기 하여 이상의 해석결과를 바탕으로 

형 모듈해석을 수행하 다. 해석모듈은 가로 2개와 세로 2개

를 연결 후 상부 2칸을 콘크리트로 충진한 모듈과 가로 3개

와 세로 4개를 연결 후 상부 4칸을 콘크리트를 충진한 모듈

이며, 재하 하 은 1등교 활하 을 용하 다. 압축 괴 거

동 해석은 압축 괴 부 의 변화가 지배 이므로, 해석모듈

은 2m로 단하여 모델링을 실시하 다. 그림 24는 형 모

듈 모델링을 나타냈으며, 그림 24와 표 7은 형 모듈해석 

결과를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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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모델 3×4 모델

0.226 0.236

표 7 형 모듈 해석결과 최 변 (단 :mm)

(a) 2×2 해석결과

(b) 3×4 해석결과

그림 24 형 모듈 해석결과

5. 요약  결론

FRP 모듈형 박스부재의 재하하 , 조립형상  충진재의 

종류에 따른 압축 괴 실험결과에 한 고찰을 정리하면 다

음과 같다.

① FRP 모듈형 박스부재의 압축 괴 실험결과 우 탄 폼

을 충진한 시험체의 경우 공 시험체에 비해 괴하  

 강성이 약 10%정도 증가되었으나, 콘크리트와의 

경제성 등을 고려한다면 우 탄 폼이 비효율 일 것으

로 단된다. 그러나 시공성 측면에서는 콘크리트 보다 

우 탄 폼이 다소 우수함으로 필요시 도가 높은 우

탄 폼을 사용해도 무방하다.

② 콘크리트를 충진한 시험체의 경우 공 시험체에 비해 

괴하   강성이 약 40%이상 증가되어 충진재로서 

콘크리트의 성능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③ 괴형상은 미세압축 괴와 계면박리에 의한 압축 괴

의 형태를 띄었으며, 체 으로 랜지나 웹과 비교하

여 상 으로 강성이 부족한 랜지와 웹이 만나는 

합부에서 괴가 발생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④ FRP 모듈형 박스부재의 압축 괴 실험결과 FRP 재료

의 충분한 강도를 발휘하지 못하고 계면박리에 의한 취

성 괴가 나타났다. 따라서 앞으로 섬유와 매트릭스 사

이의 부착성능 개선과 제품의 균일성을 한 연구가 필

요할 것으로 단된다.

⑤ FRP 모듈형 박스부재의 유한요소해석 결과 실측변

와 해석변 의 차이가 나타났다. 이는 실측실험의 변  

값은 축방향 변 값의 최 치를 계측한 것이나, 해석 

변 값은 축방향  종방향과 횡방향의 변 값  최

치를 이용한데서 나온 오차로 단된다. 한, 괴모

형은 FRP 박스부재의 실험거동과 비슷한 거동을 보이

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⑥ FRP 모듈형 박스부재의 1등교 활하 을 용한 형

모듈 유한요소해석 결과 변 는 0.3mm이내로서 미소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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