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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 보강재로 외부 보강된 강섬유 보강 콘크리트

슬래브의 충격저항성능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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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cently, as construction technology improved, concrete structures not only became larger, taller and longer but
were able to perform various functions. However, if extreme loads such as impact, blast, and fire are applied to those structures,

it would cause severe property damages and human casualties. Especially, the structural responses from extreme loading are totally
different than that from quasi-static loading, because large pressure is applied to structures from mass acceleration effect of impact
and blast loads. Therefore, the strain rate effect and damage levels should be considered when concrete structure is designed. In

this study, the low velocity impact loading test of steel fiber reinforced concrete (SFRC) slabs including 0%~1.5% (by volume)
of steel fibers, and strengthened with two types of FRP sheets was performed to develop an impact resistant structural member.
From the test results, the maximum impact load, dissipated energy and the number of drop to failure increased, whereas the max-

imum displacement and support rotation were reduced by strengthening SFRC slab with FRP sheets in tensile zone. The test results
showed that the impact resistance of concrete slab can be substantially improved by externally strengthening using FRP sheets. This
result can be used in designing of primary facilities exposed to such extreme loads. The dynamic responses of SFRC slab strength-

ened with FRP sheets under low velocity impact load were also analyzed using LS-DYNA, a finite element analysis program with
an explicit time integration scheme. The comparison of test and analytical results showed that they were within 5% of error with
respect to maximum displacements.

Keywords : low velocity impact load, strain rate, steel fiber reinforced concrete, fiber reinforced polymer, LS-DYNA

1. 서 론

콘크리트는 타 건설재료에 비해 충격이나 폭발, 화재

등의 극한하중에 우수한 저항성능을 지니고 있다. 그러

나 비산물체에 의한 충격이나 테러에 의한 폭발하중 등

을 고려하지 않고 설계된 기존의 콘크리트 구조물의 경

우에는 상기의 예상치 못한 극한하중에 노출될 경우 위

험할 수 있으며, 따라서 저항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추가적인 보강이 필요하다.
1,2)

극한하중에 노출된 콘크리트의 저항성능을 향상시키는

방법은 다양하다. 그 중에서도 섬유를 시멘트 매트릭스

에 혼입하여 콘크리트의 인장강도 및 연성을 향상시키는

방법과 섬유 보강재(fiber reinforced polymer, FRP)를 구

조물의 외부에 부착하여 단면을 보강하는 방법은 최근

국·내외의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관련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높은 변형률 속도(strain rate)를

갖는 극한하중에 대해 우수한 저항성능을 보이는 FRP를

활용한 보강방법은 큰 각광을 받고 있다.
3-6)

 그러나 FRP

를 단순히 구조물의 외부에 부착하여 단면의 강성만을

증가시킬 경우 오히려 취성적인 파괴모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문제는 콘크리트에 섬유를 혼입하여

충격 및 폭발 에너지를 충분히 흡수할 수 있는 연성을

확보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

FRP를 구조물의 외부에 보강한 경우에는 부착 재료와

FRP의 부착 방법, 작업자 등에 의해서 보강성능이 달라

질 수 있으며 파괴모드 또한 다양하다. 특히, ACI 440

위원회
7)
에서 제시하고 있는 콘크리트의 압축 파괴와 FRP

보강 시스템의 파괴 이외에도 콘크리트의 피복 분리, 휨

*Corresponding author E-mail : ysyoon@korea.ac.kr

Received January 18, 2012, Revised March 7, 2012,

Accepted March 21, 2012

ⓒ2012 by Korea Concrete Institute



294│한국콘크리트학회 논문집 제24권 제3호 (2012)

및 전단 균열부에서 유발되는 FRP 박리, 플레이트 단부

에서의 박리 등 파괴모드가 매우 다양하며,
8)
 이를 설계

및 해석에 반영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따라서 높은 변형

률 속도를 나타내는 고속 충격이나 폭발하중이 작용할

경우에는 FRP가 콘크리트에 완전하게 부착되었다고 가

정하여 해석을 수행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으며,
9,10)

 최

근에는 이러한 한계점을 해결하기 위해 FRP와 콘크리트

계면의 동적 특성과 파괴기준을 적용하여 FRP로 보강된

시스템의 파괴모드를 해석적으로 모사하려는 연구가 진

행되고 있다.
11,12)

이 연구에서는 FRP 시트로 보강된 강섬유 보강 콘크리

트(steel fiber reinforced concrete, SFRC) 슬래브의 충격

저항성능을 평가하기 위하여, 50 × 100 × 350 mm 크기의

콘크리트 슬래브에 강섬유를 0%에서 1.5%까지 혼입하고

아라미드섬유 보강재(AFRP)와 탄소섬유 보강재(CFRP)를

인장부에 부착하여 저속 충격하중 실험을 수행하였다. 또

한, 충격 및 폭발하중과 같이 변형률 속도가 상당히 빠르

게 발생하는 구조물의 동적응답을 해석하기 위하여 외연

적 시간적분(explicit time integration)에 기초한 유한요소

해석 프로그램인 LS-DYNA v.971을 사용하여 FRP로 외

부 보강된 SFRC 슬래브의 동적거동을 분석하였다.

2. 실험 연구

2.1 재료 및 배합비

이 실험에는 1종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와 최대치수 13

mm인 부순 자갈을 굵은 골재로 사용하였으며, 잔골재는

세척사를 사용하였다. 충분한 워커빌리티를 확보하기 위

하여 액상형 폴리카르본산계 고성능 감수제를 1% 혼입

하였으며, 강섬유의 혼입에 따른 충격저항성능을 평가하

기 위하여 길이 30 mm의 번들형 양단 hooked type의 강

섬유를 전체 부피의 0%에서 1.5%까지 혼입하였다. 또한,

FRP 시트의 외부 보강에 따른 충격저항성능을 평가하기

위하여 일방향의 FRP 시트를 2겹으로 하여 시편의 인장

부에 에폭시 수지로 부착하였다. 이 연구에서 사용한 배

합 상세는 Table 1과 같으며, 강섬유의 물성은 Table 2에

나타내었다.

2.2 시편 제작 및 실험 방법

2.2.1 기초물성 실험

강섬유의 혼입률에 따른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를 평가

하기 위하여 KS F 2405의 규정에 따라서 Φ100 × 200

mm 크기의 원주형 공시체를 재령별로 각각 3개씩 제작

하고 20±3
o
C인 수조에서 28일간 수중 양생한 이후에 강

도실험을 수행하였다. 휨강도는 100 × 100 × 400 mm 크

기의 각주형 시편을 제작하여 압축강도와 동일한 온도의

수조에서 28일간 수중 양생한 이후에 KS F 2566 규정

에 준하여 3등분점 재하 휨 실험을 수행하였으며, 압축

및 휨강도는 모두 최대용량 2,500 kN의 UTM(universal

testing machine)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2.2.2 충격하중 실험

저속 충격하중에서의 일방향 SFRC 슬래브의 휨 거동

을 평가하기 위하여 50 × 100 × 350 mm 크기의 각주형

시편을 제작하였다. 강섬유는 전체 부피의 0%에서 1.5%

로 혼입률을 달리하여 적용하였고, FRP 시트의 종류에

따른 충격저항성능을 평가하고자 두 가지 종류의 FRP

(AFRP, CFRP) 시트를 사용하였으며 일방향(uni-direction)

으로 배열된 FRP 시트 2겹을 슬래브의 인장부에 길이방

향으로 보강하였다. 특히, FRP 시트는 Fig. 1과 같이 지

점을 제외한 순경간(300 mm)에만 부착을 하고 실험을 수

행하였다. 타설된 콘크리트 시편은 20±3
o
C에서 14일간

수중 양생한 이후에 FRP 시트를 부착하였으며, 부착 이

후에는 온도 20±3
o
C, 상대습도 50%인 항온항습실에서

14일간 추가로 기건 양생을 수행하였다. 충격하중 실험

Table 2 Properties of end-hooked steel fiber

Type lf (mm)
Diameter

(mm)
Aspect ratio

(lf /df)
Density
(kg/m3)

ft (MPa) Et (GPa)
Ultimate

elongation (%)

Hooked fiber 30.0 0.5 60.0 7.9 1,196 200 0.6

Where, lf = fiber length, df = fiber diameter, ft = tensile strength, Et = modulus of elasticity

Table 1 Mix proportions of concrete

W/C
(%)

S/a
(%)

Unit weight (kg/m3)

Water Cement
Fine
agg.

Coarse
agg.

SP

35 45 236 675 592 733 2.36

Where, SP=superplasticizer

Fig. 1 Test specim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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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Fig. 2(a)와 같이 최대 용량 800 J의 낙하식 충격 시

험기(drop-weight impact testing machine)를 사용하여 실

시하였으며, 충격하중과 낙하 속도는 낙하되는 추의 텁

(tup)에 설치된 로드셀(load cell)과 속도계를 이용하여

0.0024 ms(millisecond)의 시간 간격으로 데이터를 측정하

였다. 낙하 추의 직경은 25 mm이고 타격부위는 반구형

의 형태이다. 이 실험에서는 12.965 kg의 추를 1.045 m의

높이에서 낙하시켜 부재의 중앙을 타격하였으며, 이때의

위치에너지는 약 133 J(kg·m
2
/s

2
)이고 충격속도는 평균적

으로 약 4.5 m/sec로 나타났다. 충격하중에 의한 반동을

제어하고 부재의 회전을 구속하기 위해서 Fig. 2(b)와 같

이 강재 프레임을 볼트로 고정하였다. 타격면에서의 낙

하 추의 관입 현상을 배제한 부재의 순수 처짐량을 측

정하기 위하여 슬래브의 중앙하부에 LVDT(linear voltage

differential transformer)를 고정하였으며, 최대 샘플링 속

도 20 kHz인 동적 데이터로거를 사용하여 0.1 ms의 시간

간격으로 측정하였다. 여기서, NS는 FRP 시트를 보강하

지 않은 SFRC 슬래브이며, AS는 AFRP 시트로 보강된

SFRC 슬래브, CS는 CFRP 시트로 보강된 시편을 의미

한다. 강섬유 혼입률에 따른 명칭은 대시부호(−) 다음에

표기하였으며, 예를 들어 강섬유를 0.5% 혼입하고 FRP

시트를 보강하지 않은 시편은 NS-0.5%로 나타내었다.

3. LS-DYNA 해석

3.1 해석 개요

구조물의 변형에 소요되는 시간이 매우 짧은 충격 및

폭발하중의 경우 외연적 시간적분에 기초한 유한요소해

석을 수행해야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충격 및 폭발

해석에 적합하다고 알려진 LS-DYNA를 사용하여 충격

해석을 수행하였으며, 낙하 추를 직접 모델링하여 실제

실험과 동일한 충격에너지를 부재에 가하였다. SFRC 슬

래브와 낙하 추에는 솔리드 요소(solid element)를 적용하

였으며, 두 재료 사이의 계면은 AUTOMATIC_SURFACE

_TO_SURFACE 모델을 사용하여 모델링을 해주었다. 모

델링한 부재의 상세는 Fig. 3과 같으며 지점부는 x, y, z

방향에 대해서 변위와 회전을 모두 구속하였고, 일방향

으로 배열된 FRP 시트는 Belytschko-Tsay 쉘요소(shell

element)를 적용하였다.

3.2 SFRC의 구성 모델

이 연구에서는 SFRC의 재료 모델로 적합하다고 알려

Fig. 2 Test set up for one-way slab specimen

Fig. 3 Finite element model for SFRC slab strengthened with

FRP she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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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ELASTIC_PLASTIC_HYDRO 모델(MAT_10)을 사용

하여 SFRC 슬래브의 모델링을 수행하였다.
13,14)

 이 재료

모델은 일축 압축강도 실험을 통한 유효 응력-유효 변형

률 곡선을 반영하여 균열 이후의 SFRC의 연화거동을 효

과적으로 고려할 수 있으며, ADD_EROSION(MAT_0) 옵

션을 사용하면 부재의 침식(erosion)을 고려할 수 있고 낙

하 추의 관입 현상이나 균열, 손상도를 파악할 수 있다.

쌍선형(bilinear) 탄소성 거동을 보이는 재료의 경우에는

식 (1)에서와 같이 항복강도 이후의 변형 경화 계수와 유

효 소성 변형률의 관계를 통하여 초기 항복응력 이후의

응력과 변형률의 관계를 고려할 수 있다.

(1)

여기서, σ 0는 초기 항복응력, 는 유효 소성 변형률, Eh

는 변형 경화 계수이며 다음과 같다.

(2)

여기서, E는 탄성계수, Et는 접선계수이다.

그러나 SFRC와 같이 균열 발생 이후에 비선형성을 보

이는 재료의 경우에는 실험을 통해 얻은 16개의 실측 데

이터를 반영하여 해석을 수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실

측 데이터의 중간값들은 보간법에 의해 계산한다. 이 재

료 모델에서 유효응력은 편차응력 텐서(sij = σij-δijσkk/3)에

의하여 식 (3)과 같이 정의될 수 있고, 유효 변형률은 식

(4)와 같다.

(3)

(4)

여기서, sij는 편차응력 텐서이며, 는 소성 변형률 속

도를 의미하는 텐서이다.

만약, 압력과 체적의 관계를 나타내는 상태방정식

(equation of state, EOS)을 적절하게 고려할 경우, 모델링

하는 재료의 정확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그러므로 이

연구에서는 SFRC에 주로 적용되는 Gruneisen EOS를 적

용하였으며, 압축 및 팽창하는 재료의 압력은 식 (5)와

식 (6)과 같이 정의될 수 있다.
14)

(5)

    , in compression (µ > 0)

, in tension (µ < 0) (6)

여기서, C는 cubic shock velocity(Vs)-particle velocity

(Vp) 곡선의 절편이며, γ0는 Gruneisen gamma, S1, S2, S3

는 Vs− Vp 곡선의 기울기를 나타내는 상수, a는 γ0에 대

한 1차 부피보정계수(first-order volume correction)이며,

ρ는 밀도, µ = ρ /ρ0− 1이다.

일반적으로 변형률 속도에 따른 콘크리트의 강도 증가

효과는 CEB-FIP code
15)
에서 제안하고 있는 동적증가계수

(dynamic increase factor, DIF)를 정적하중 상태에서 측정

한 압축 및 인장강도에 곱해주어 고려할 수 있다. 그러

나 상기의 식은 일반 콘크리트(normal concrete, NC) 및

고강도 콘크리트(high strength concrete, HSC)의 실험 결

과를 토대로 제안되었기 때문에 섬유를 혼입한 섬유보강

콘크리트(fiber reinforced concrete, FRC)에는 적합하지

않다. 그러므로 FRC의 변형률 속도에 따른 압축강도 증

가효과를 고려할 수 있도록 CEB-FIP code를 수정 제안

한 식 (7)을 사용하여 DIF값을 계산하였으며, LS-DYNA

를 이용한 구조물의 동적응답해석에 적용하였다.
16)

 이 연

구에서는 추를 일정한 높이에서 자유낙하시켜 부재에 충

격하중을 가하였기 때문에 저속 충격하중 실험에 해당하

며, 슬래브 시편에서 발생한 최대 압축 변형률 속도는

0.332s
-1
으로 53s

-1
보다 작기 때문에 식 (7)을 적용할 수

있다.

, (7)

(8)

여기서, 는 정적 변형률 속도(= 30 × 10
-6

s
-1
), 는 동

적 변형률 속도, f '0는 10 MPa, f 'c는 정적 콘크리트 압축

강도, 는 동적 콘크리트 압축강도, i는 상수이며, 섬유

를 혼입하지 않은 콘크리트의 경우에는 i = 0이고, 섬유

를 혼입한 FRC의 경우는 i = 1이다.

콘크리트의 인장강도에 대한 DIF는 Malvar 등
17)
에 의

해 수정 제안된 식을 적용하였다. 재료 모델에 사용된

강섬유 혼입률에 따른 SFRC의 유효 응력-유효 변형률

곡선과 그 외의 SFRC의 재료 물성은 Fig. 4와 Table 3

에 각각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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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Non-linear softening relationship between effective

stress and effective strain of SFRC considering

dynamic increase factor (D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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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FRP의 구성 모델

일반적으로 FRP의 경우에는 인장강도에 도달하기전의

응력-변형률 관계를 선형탄성으로 가정하고, 한계 변형

률에 도달한 이후에는 취성파괴가 발생하는 선형탄성이

론을 사용하여 해석을 수행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전단 변형이 고려된 직교 이방성의 탄성상수를 갖는

ORTHOTROPIC_ELASTIC 모델(MAT_2)을 적용하였으며,

상기 모델의 응력-변형률 관계는 다음의 과정을 통해서

유도될 수 있다.

후크의 법칙(Hooke's law)에 의하면 탄성재료의 변형률

은 응력에 비례하며, 변형률 텐서와 응력 텐서의 관계는

탄성계수 텐서의 역인 컴플라이언스 텐서(compliance

tensor)를 사용하여 식 (9)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9)

여기서, εij는 변형률 텐서, Sijkl는 컴플라이언스 텐서, σkl

는 응력 텐서를 의미한다.

식 (9)의 Sijkl는 4차 텐서로써 총 81개의 구성요소를 갖

는다. 그러나 응력과 변형률이 대칭(symmetric)이라는 조

건에 의해서 Sijkl = Sjilk가 만족되고, 에너지 밀도 함수

(energy density function)에 의해서 Sijkl = Sklij가 만족되기

때문에 총 21개의 요소로 감소시킬 수 있다. 또한, 식 (9)

의 각 요소를 Voigt 표기법을 이용하여 표현하면 식 (10)~

(12)와 같이 나타낼 수 있으며, (6 × 1)의 응력 및 변형률

텐서와 (6 × 6)의 컴플라이언스 텐서로 간략화할 수 있다.

 and (10)

(11)

여기서, 6개의 독립적인 응력(σα)에 대응되는 6개의 독

립적인 공칭 변형률(engineering strain)은 다음과 같이 나

타낼 수 있다.

(12)

섬유 보강재의 직교 이방성의 성질을 이용하면 각 구

성요소간의 관계는 식 (13)과 같고, 최종적으로 컴플라이

언스 텐서는 식 (14)와 같이 9개의 독립적인 요소를 갖

는 행렬로써 표현된다.
18)

(13)

(14)

여기서, υ는 포아송비, E는 탄성계수, G는 전단계수(= E/

2(1 + v)), 첨자 x, y, z는 좌표축을 의미한다.

3.4 FRP와 SFRC의 계면 모델

높은 변형률 속도 및 압력을 나타내는 폭발이나 고속

충격하중이 작용할 경우에는 FRP와 콘크리트 계면의 점

탄소성 부착거동을 정확히 반영하기가 매우 어려우며, 또

한 계면특성에 따른 해석적 민감도가 낮기 때문에 FRP

와 콘크리트를 완전 부착으로 가정하여 부착 효과를 무

시하고 해석을 수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9,10)

 그러나 저

속 충격하중의 경우에는 FRP의 파단에 의한 파괴보다는

콘크리트의 휨 균열 이후에 FRP가 콘크리트의 계면에서

박리되는 파괴거동을 보이며, 따라서 FRP와 콘크리트 계

면에서의 부착파괴를 모사할 수 있는 AUTOMATIC_

SURFACE_TO_SURFACE_TIEBREAK 모델을 적용하여

파괴 거동 모사 및 해석의 정확도를 보다 향상시킬 수

있다.
12,19,20)

 상기 모델의 계면 특성은 FRP와 콘크리트를

타이(tie)로 연결하고 있으며, 식 (15)와 같이 인장응력(σn)

과 전단응력(σs)이 파괴기준(NFLS, SFLS)을 초과하게 되

면 FRP와 콘크리트 사이의 타이가 파괴되면서 FRP가 콘

크리트로부터 박리되게 된다. 따라서 부착재료의 인장강

도와 전단강도를 적용하여 FRP가 콘크리트 계면에서 박

리되는 부착파괴를 효과적으로 모사할 수 있으며, 보통

부착파괴 이전에는 완전 부착거동을 하게 된다.

(15)

여기서, NFLS와 SFLS는 부착재료의 인장강도 및 전단강

도를 나타낸다.

εij Sijklσ kl=

Sijkl Sji lk Sαβ= = σ i j σα=

α i= when   i = j

α 9 i j+( )–= when   i j≠⎩
⎨
⎧

εα εi i εi= = when   i = j

εα 2εi j= when   i j≠⎩
⎨
⎧

υ ij

Ei

------
υ ji

Ej

------=

Sij

1

Ex

-----
υ yx

Ey

-------–
υ zx

Ez

-------– 0 0 0

 
1

Ey

-----
υ zy

Ez

-------– 0 0 0

  
1

Ez

----- 0 0 0

   
1

Gxy

-------- 0 0

 Sym.   
1

Gyz

-------- 0

     
1

Gzx

--------

=

σ n

NF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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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σ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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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 1≥

Table 3 Material properties of SFRC

Volume fraction of steel fiber, Vf (%)

0.5 0.75 1.0 1.25 1.5

Density, ρ (g/cm3) 2.36

Poisson’s ratio, v 0.2

Max. shear strain, γ
max

0.4

Elastic modulus, E

 (GPa)
33.60 34.10 34.18 35.25 36.00

Compressive yield
strength, fy (MPa)

52.43 50.41 49.59 46.49 50.00

Flexural tensile

strength, fft (MPa)
6.02 6.03 6.33 7.03 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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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해석에서 사용한 FRP와 부착재료인 에폭시 수지의

물성은 Table 4와 같다. 대부분의 경우는 재료실험을 통

해 측정된 실측값이며, 실험을 통해 얻지 못한 일부 데

이터는 관련 문헌을 참고하여 적용하였다. 또한, 변형률

속도에 따른 FRP의 강도증가 효과는 콘크리트에 비해 미

미하며,
19)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FRP 및 SFRC 슬래브와

FRP의 계면에 대한 DIF는 고려하지 않고 해석을 수행하

였다.

4. 결론 및 고찰

4.1 정하중 실험 결과

강도 실험 결과는 Table 5와 같다. 보통 강섬유의 혼입

률이 증가할수록 압축 및 인장강도 모두 증가하는 경향

을 보인다.
21)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압축강도의 경우 섬

유의 혼입률이 증가할수록 약 1.5%에서 13% 감소하였

으며, 반면에 휨강도는 약 0.2%에서 24%까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22,23)

 압축강도가 감소한 이유는 콘크리트

타설 시 강섬유가 잘 분산되지 않아 균질성이 감소했기

때문으로 판단되며,
24)

 섬유의 혼입률이 클수록 휨강도가

증가한 이유는 균열면에서 보다 많은 강섬유가 가교 역

할(bridging effect)을 해주어 균열 저항성능을 향상시켰

기 때문이다.

4.2 충격하중 실험 결과 및 LS-DYNA 해석 결과 검증

이 연구에서는 실험 장비의 여건상 충격하중을 낙하

추의 텁에 설치된 로드셀을 이용하여 측정하였으며, 따

라서 관성 하중(inertial load)을 포함하고 있다.
25)

 그러나

모든 시편의 크기가 동일하고 또한 동일한 속도와 크기

의 충격하중을 가하였기 때문에 시편별 관성 하중의 차

이는 미미할 것으로 판단되며, 섬유 혼입률과 FRP 시트

의 보강여부에 따른 순수 휨 하중(true bending load)의

경향은 낙하 추의 텁에서 측정한 하중과 유사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이 연구에서는 낙하 추의 텁에서 측

정한 하중을 토대로 섬유 혼입률과 FRP 시트의 종류 및

보강 여부에 따른 충격저항성능을 비교하였다.
26)

Fig. 5는 0.75%의 강섬유를 혼입한 SFRC의 낙하 추의

텁에서 측정한 하중-시간 그래프이다. FRP 시트를 인장

부에 보강하지 않은 NS의 경우 1회 타격 이후에 단부와

슬래브의 중앙에서 소성힌지(plastic hinge)가 발생하여 최

대하중 이후에 하중이 급격히 감소하는 다소 취성적인

거동을 보였다.

AFRP 시트와 CFRP 시트로 외부 보강한 AS 및 CS의

경우에는 NS에 비해 최대 하중과 충격량이 크게 증가하

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대 하중 이후에 하중이 점진적

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Fig. 6(a)에서 볼 수 있듯

이 FRP 시트의 보강으로 인해 평균적으로 약 19%의 최

대 충격하중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섬유

의 혼입률에 따라서도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낙하 추

의 텁에서 측정된 최대 변위는 반대로 FRP 시트로 보강

한 경우에 평균적으로 약 34%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

며, 섬유의 혼입률이 증가할수록 최대 처짐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ig. 6(b)).

강섬유 혼입률과 FRP 시트의 보강 여부에 따른 하중-

처짐 곡선은 Fig. 7과 같다. 보는 바와 같이 강섬유 혼입

률 및 외부 보강된 FRP 시트의 종류에 따른 그래프의

Table 5 Mechanical properties of NC and SFRC

Specimen Vf (%)
Compressive

strength (MPa)
Flexural strength

(MPa)

NC 0.00 53.20 6.02

SFRC

0.50 52.43 6.03

0.75 50.41 6.33

1.00 49.59 6.38

1.25 46.49 7.03

1.50 50.00 7.49
Fig. 5 Tup load-time curve of SFRC slabs (with a volume

fraction of 0.75%) with and without FRP sheets

Table 4 Material properties of FRPs and epoxy

AFRP CFRP

Density, ρ (g/cm3) 1.25 2.0

Tensile strength, ft (MPa) 2,880 4,900

Longitudinal elastic

modulus, Ex (GPa)
120 250

Transverse elastic modulus,
Ey, Ez (GPa)

5.67 20

In-plane shear modulus,
Gxy (GPa)

1.2 13.1

Poisson’s ratio, υxy, υyz, υzx 0.066 0.135

Thickness (mm) 0.194 0.111

Epoxy

Density, ρ (g/cm3) 1.2

Tensile strength, ft (MPa) 54

Elastic modulus, E (GPa) 3.0

Maximum elongation (%)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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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FRP 시트를 외부에 보

강한 경우 최대 충격하중과 최대 충격하중에서의 처짐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대 하중 이후에는 하중

이 점진적으로 감소하였다. 양단 고정 조건에 의해서 최

대 충격하중 이후에 텁에서 측정되는 하중이 반동하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슬래브의 단부와 중앙부에서 발생

하는 소성힌지 부위가 강섬유의 혼입과 FRP 시트의 보

강효과로 인해 완전히 파단되지 않아 대부분의 시편에서

충격하중이 완전히 소산되지 않고 잔류 하중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험 결과 NS-0.5%, 0.75%, 1.0%를 제외하고는 모든

부재에서 2회 타격으로 부재가 최종 파괴되었다. 추의 낙

하에 의해 시편에 가해지는 충격에너지는 위치에너지

(= 133 J)와 유사하게 131.6~133.7 J로 나타났으며, 하중-처

짐 곡선의 면적을 의미하는 소산에너지(dissipated energy)

는 FRP 시트의 보강으로 약 2.3배에서 2.7배 증가하였다

(Fig. 8(a)). 이는 FRP 시트를 인장부에 보강하여 추의 타

격 이후에 연성거동을 유도하고, 휨 강성의 증가로 최대

하중이 증가함에 따라 부재가 완전히 파손되지 않고 상

당 부분의 충격에너지를 흡수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Fig. 8(b)에서 볼 수 있듯이 2회 타격 시에는 소산에너지

가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이유는 1회 타

격으로 상당부분의 충격에너지를 흡수하면서 부재에 휨

균열의 발생과 FRP 시트의 박리, 스폴링(spalling) 등의

파괴가 발생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Fig. 9는 슬래브 중앙에서의 처짐이다. NS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시편이 1회 타격으로 완전 파괴되었기 때문에

LVDT를 설치하여 처짐을 측정할 수가 없었다. AS와 CS

시편은 유사한 처짐 경향을 보였으며 충격하중에 의한

최대 처짐 이후에는 양단 지점의 구속에 의해 처짐이 감

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낙하 추의 1회 타격만

으로 부재가 크게 파손되어 부모멘트에 의한 바운스 현

상은 발생하지 않았고 잔류 처짐이 발생하였다. 0.5%의

섬유를 혼입한 AS-0.5%와 CS-0.5% 시편에서 최대 처짐

Fig. 7 Comparison of tup load and displacement curves of SFRC slabs with various Vf and FRP sheets

Fig. 6 Influence of steel fibers and FRP sheets to impact

resis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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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잔류 변형이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섬유의 혼입률이

증가할수록 최대 처짐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정하중 실험 결과와 동일하게 다수의 섬유가 균열면에서

가교 역할을 하여 충격저항성능을 향상시켰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NS의 경우 추의 타격 이후에 부재의 단부와 중앙에서

균열과 함께 소성힌지가 발생하여 종국 파괴되었다. 부

재의 양 끝단에서 균열이 발생한 이유는 강재 프레임이

부재의 회전을 구속하여 지점에서 최대 모멘트가 발생했

기 때문이며, 양 끝단에서 균열이 발생한 이후에는 증가

하는 외력에 의해서 부재의 중앙에서도 휨 균열이 발생

하였다. AS와 CS의 경우에도 지점부의 구속으로 인해

단부에서 균열이 발생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최종적으로

는 부재 중앙에서 집중되는 휨 균열의 발생과 함께 FRP

시트가 콘크리트와 박리되면서 파괴되었다(Fig. 10).

충격하중은 정적하중에 비해 10
5
배 이상의 변형률 속

도를 나타낸다.
27)

 변형률 속도가 빠를수록 부재의 강도

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며, 흔히 충격이나 폭발과 같이

높은 변형률 속도를 갖는 부재의 거동을 예측하기 위해

서는 DIF를 구하여 정적하중 상태에서 측정한 강도에 곱

하여 반영한다. 그러므로 이 연구에서는 낙하 추의 충격

하중에 의한 부재의 압축 변형률 속도를 측정하기 위하

여, Fig. 11과 같이 부재의 상부면에 콘크리트 표면게이

지를 부착하여 시간에 따른 압축 변형률을 측정하였다.

Fig. 9 Mid-span deflections measured by center LVDT

Fig. 10 Failure patterns of SFRC slabs strengthened with

FRP sheets; top surface (left), side surface (right)

Fig. 8 Dissipated ener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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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하 추가 부재의 중앙부를 타격하기 때문에 콘크리트

표면게이지는 끝단에서 15 mm 떨어진 곳에 부착하여 실

험을 수행하였다. 변형률 속도는 단위 시간에 발생하는

변형률의 크기이며, 최대 변형률 속도는 최대 압축 변형

시까지의 변형률 속도 중 최대값을 의미한다. 이 연구에

서 측정한 강섬유의 혼입률에 따른 최대 변형률 속도는

Table 6에 나타내었다. DIF는 실험을 통해 측정된 최대

변형률 속도를 적용하여 산정하였으며, 1회 타격 시의 최

대 변형률 속도는 약 0.190 s
-1
에서 0.332 s

-1
로 나타났다.

이 실험은 12.965 kg의 추를 1.045 m의 높이에서 자유낙

하시킨 것으로 저속 충격실험에 해당되기 때문에 기존의

폭발이나 고속 충격실험에 비해 변형률 속도가 작게 나

타나는 경향을 보였다.

Figs. 12, 13은 시간에 따른 슬래브 중앙에서의 처짐을

나타낸다. 변형률 속도 효과를 고려한 비선형 재료 모델

을 적용하여 수행한 LS-DYNA 해석 결과는 실험을 통해

측정한 최대 처짐과 오차율 5% 이하로 비교적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강섬유의 혼입률 증가함에

따른 최대 처짐 감소현상을 잘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그러나 최대 처짐 도달시간은 해석 결과가 실험값에

비해 평균적으로 약 6 ms 빠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유사한 최대 처짐값을 갖는 각 시편별로도 약 2 ms 이상

의 시간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 충격 실험 시 발

생하는 지점 조건의 변화와 타격면의 표면 상태, FRP 시

트와 콘크리트의 동적 계면특성 등에 의한 영향으로 판

단된다. 이러한 최대 처짐 도달시간에 대한 해석 결과의

오차는 기존의 연구에서도 나타나는 현상이다.
11,28)

 Fig.

14는 강섬유의 혼입률 및 외부 보강한 FRP 시트의 종류

에 따른 최대 회전각과 해석 결과의 비교이다.
29)

 동일한

양의 강섬유를 혼입한 경우, CFRP에 비해 AFRP 시트로

보강한 경우가 최대 처짐 및 회전각(θ )이 작게 나타나

충격 저항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강섬

유 혼입률이 증가할수록 최대 회전각은 감소하는 경향을

Table 6 Maximum observed strain rate

Series Vf (%) Blow Max. dε /dt (s-1)

NS-series

0.50

1

0.190

0.75 0.199

1.00 0.190

1.25 0.332

1.50 0.246

Fig. 12 Comparison of experimental and analytical displace-

ments (AS-series)

Fig. 13 Comparison of experimental and analytical displace-

ments (CS-series)

Fig. 11 Gage location for measuring maximum strain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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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였으며, 실험값과 해석 결과가 비교적 잘 일치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5. 결 론

이 연구에서는 강섬유의 혼입과 FRP 시트의 보강 여

부를 변수로 하여 저속 충격하중이 콘크리트 슬래브에

미치는 영향을 실험을 통해 분석하였으며, 충격에 의한

구조물의 동적거동을 예측하기 위하여 외연적 유한요소

해석 프로그램인 LS-DYNA를 사용하여 충격 해석을 수

행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정하중 실험 결과보다 많은 양의 강섬유를 혼입할

경우 압축강도는 감소하였고, 반면에 휨강도는 증

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압축강도는 감소한데 반

해 휨강도와 연성이 증가한 이유는 균열면에서 다

수의 강섬유가 가교역할을 해주어 균열 저항성능을

향상시켰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2) FRP 시트를 인장부에 보강하지 않은 NS 시편의 경

우 주로 1회 타격 이후에 단부와 슬래브의 중앙에

서 소성힌지가 발생하여 최종 파괴되는 양상을 보

였으며, FRP 시트로 보강한 AS 및 CS 시편의 경

우에는 NS에 비해 평균적으로 약 19%의 최대 충

격하중이 증가하였고 약 2.3~2.7배의 소산에너지 및

파괴 시의 타격 횟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슬래브 중앙에서의 최대 처짐은 AS가 CS 시편에

비해 작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간에 따른 처짐 경

향은 서로 유사하였다. 주로 낙하 추의 타격 이후

에 휨 균열의 발생과 FRP 시트의 박리 등 부재가

파손되어 부모멘트에 의한 바운스 현상 없이 잔류

처짐이 발생하였고, 강섬유의 혼입률에 따른 최대

변형률 속도는 약 0.190 s
-1
에서 0.332 s

-1
로 나타났다.

4) 변형률 속도 효과를 고려한 비선형 재료 모델을 적

용하여 LS-DYNA 해석을 수행한 결과 실험을 통해

측정한 최대 처짐과 오차율 5% 이하로 비교적 정확

하게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강섬유의 혼입률

증가함에 따른 최대 처짐 감소현상을 잘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최대 처짐 도달시간은 실

험값에 비해 평균적으로 약 6 ms 빠른 것으로 나타

났으며, 이는 충격하중에 의해 구조물의 응답에 걸

리는 시간이 매우 짧고 실험 시 존재하는 여러 영

향들을 해석에 모두 반영할 수 없기 때문으로 판단

된다. 또한, 동일한 양의 강섬유를 혼입한 경우, CS

시편에 비해 AS 시편의 경우가 최대 회전각이 작게

나타나 충격 저항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

으며, 강섬유 혼입률이 증가할수록 최대 회전각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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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건설기술의 발전에 따라 구조물이 대형화, 고층화, 장대화되고 있으며, 동시에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요즘 들어 그 빈도수가 증가하고 있는 충돌 사고나 테러에 의한 폭발, 화재 등에 의한 극한하중이 상기의
구조물에 작용할 경우, 구조물의 손상뿐만 아니라 인명과 재산의 피해 정도가 상당히 커질 수 있다. 특히, 충격이나 폭
발하중은 구조물에 작용하는 압력 또는 하중이 매우 짧은 시간에 발생하게 되고, 이러한 하중을 받는 구조물은 준-정적

(quasi-static) 하중을 받는 구조물과는 다른 응답을 나타내게 되며 반드시 변형률 속도와 손상 효과를 고려해서 설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므로 이 연구에서는 콘크리트 슬래브의 충격저항성능 향상을 위해서 강섬유를 전체 부피의 0%에
서 1.5%까지 혼입하고, 두 가지 종류의 FRP 시트를 인장부에 보강하여 저속 충격하중에서의 휨 실험을 수행하였다. 실
험 결과 FRP 시트를 인장부에 보강할 경우에 최대 충격하중 및 소산에너지, 파괴 시의 타격 횟수가 증가하였으며, 최

대 처짐 및 회전각은 감소하여 충격저항성능이 크게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추후 극한하중에 노출
될 수 있는 주요 시설물의 설계 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이 논문에서는 두 가지 종류의
FRP 시트로 보강된 강섬유 보강 콘크리트 슬래브의 저속 충격하중에서의 동적응답을 해석하기 위하여 외연적 시간적
분에 기초한 유한요소해석 프로그램인 LS-DYNA를 사용하였으며, 해석 결과 오차율 5% 이내로 비교적 정확하게 최대

처짐을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핵심용어 : 저속 충격하중, 변형률 속도, 강섬유 보강 콘크리트, 섬유 보강재, LS-DY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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