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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P 바닥판의 섬유직각 방향에 대한 피로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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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Composite materials have high specific stiffness, specific strength than existing concrete or steel materials. It has superior 
dynamic properties when utilizing advantages of material such as Non-corrosive, light weight, non-conducting and it has superior mold 
ability which can make variable shapes. Thus, in the construction, for using composite materials as construction materials, the study 
carried out static strength of fiber right angle direction and fatigue performance of FRP deck member. The study is going to deduct S-N 
curve by analyzing the results comparatively and estimate long-term durability. From now on, the study is going to provide interpretation 
of FRP member and basic data of design basis, furthermore providing foundation technique of composite materials’ application of 
structural frame is the goal of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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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복합재료는 다른 재료에 비해 많은 장점을 갖고 있

음에도 불구하고 이론적용 및 재료 활용의 어려움으로 

건설구조물에는 크게 사용되지 못하였으나, 최근 건설

기술 개발과 초현대화 구조물의 건설에 있어 기존 재

료 활용의 한계성을 극복하고 건설 분야에 적절히 응

용하기 위한 복합재료의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복합재료는 비강성, 비강도가 기존의 콘크리트나 강

재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고 비부식성, 경량성, 비전기

성등 재료적 장점을 이용하여 우수한 역학적 성질을 

얻을 수 있으며, 다양한 형태로 만들 수 있는 뛰어난 

특성을 가지고 있어 각 분야에서 적용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1).
건설 분야에서도 다른 분야와 같이 복합재료의 역학

적 성능, 경량성, 성형성 등이 응용개발의 중요한 인자

로 되어 왔고, 그 중에서도 수지를 매트릭스로 하는 복

합재료의 내식성이 우수한 점에 착안하여 콘크리트 보

강용 철근을 대신해서 섬유강화 복합재료로 제작된 보

강재의 실용화가 진전되고 있다2). 
따라서, 복합재료는 구조적 특성으로 인해 섬유배열

각도에 따라 기계적물성이 변하므로 구조물의 설계를 

위해서는 섬유배열각도의 변화에 따른 강도를 예측하

고, 하중이 작용하는 경우에 강도를 계산하는 것이 매

우 중요하다.
본 연구는 FRP 복합재료 바닥판 부재의 섬유직각 

방향의 정적 및 피로특성을 평가하고 구조해석과정을 

수행하여, FRP 복합재료의 구조재 활용을 위한 기반기

술을 제공하기 위한 연구이다.

2. 시 험

2.1. 시험내용 및 범위

본 시험에서는 FRP바닥판 시험체의 정적․피로시험

을 통하여 인장력에 의한 응력 상태와 하중-변형률, 하
중-변위값의 데이터를 획득, 축척하고 이로부터 FRP바
닥판의 안전성을 평가 실시함으로써 장기 계획수립 및 

공용기간 중 안전성을 확보하여 유지관리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을 목적으로 시험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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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시험체 상세

2.2.1 시험체 치수

본 시험의 시험편은 Table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

적시험체 3개 피로시험체 9개로 구성되어 있다.

Table 1. Type and section characteristics of fiber right angle 
direction test specimen

Shape
type

Test 
parameter

Dimension (mm) Length of 
action
(mm)

Cross 
section
(mm2)Width Breadth Thickness

Static

TT-1 200 29.80 15.60 40 464.88

TT-2 200 29.45 15.45 40 455.00

TT-3 200 29.80 15.55 40 463.39

Fatigue

FT-1 200 29.80 15.42 40 459.52

FT-2 200 30.00 15.50 40 465.00

FT-3 200 29.45 15.45 40 455.00

FT-4 200 29.80 15.55 40 463.39

FT-5 200 29.95 15.90 40 476.21

FT-6 200 29.80 15.60 40 464.88

FT-7 200 30.00 15.80 40 474.00

FT-8 200 29.30 15.60 40 457.08

FT-9 200 29.80 15.60 40 464.88

2.2.2 시험체 형상

본 시험의 시험편의 형상은 Fig. 1과 같다.

Fig. 1. Shape of fiber right angle direction test specimen.

2.3. 시험 방법

2.3.1 정적시험

정적시험은 ASTM-D3039에서 추천하는 방법으로 진

행 되었으며, 시험체의 파괴시 까지의 변형률을 측정

하기 위해 시험체의 정중앙에 변형률게이지를 부착하

였다. 

변형률게이지 및 변형률측정기는 일본 TML사의 Str
ain Gauge(Type : FLA-5-11-1L)와 Portable Data Logger
인 TDS-302가 사용되었다.

시험 data의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버니어캘리

퍼스를 이용하여 최소단위 0.05mm까지 측정하였으며, 
폭 및 두께를 5군데 이상 측정하여 평균값을내어 응력

계산에 이용하였다.
시험체를 무는 Grip의 압력, 시험체가 물리는 면적

등은 수회의 예비시험에 의해 결정되었으며, 모든 시

험체에 동일하게 적용하였다. 
시험체가 정착된후에 Instron사의 모델 8502(용량 : 2

5kN)를 이용하여, 인장하중을 재하하였다. 하중의 재

하방식은 변위제어이며, 재하속도는 1mm/min으로 인

장하중을 가하였고, 동시에 변형률 측정기를 이용하여 

1Hz의 속도로 인장변형률을 측정하였다. 
Fig. 2는 본 연구에 사용된 Instron 8502 시험기의 형

상이며, Fig. 3은 정적시험 전 형상과 시험 후의 파괴형

상을 나타내었다.

2.3.2 피로시험

피로시험은 ASTM-D3479에서 추천하는 복합재료의 

인장-인장 피로시험에 준하여 시험하였다.

Fig. 2. Test equipment of static and fatigue tests.

Fig. 3. Before and after shape of FRP composite materials in 
static test.



FRP 바닥판의 섬유직각 방향에 대한 피로해석

한국안전학회지, 제29권 제6호, 2014년 83

Fig. 4. Before and after shape of FRP composite materials in 
fatigue test.

피로시험에서의 적용응력은 정적시험결과에 따르며, 
주파수(Frequency) 13Hz로 각각 일정하게 시험을 실시

하였다. 하중의 재하방식은 Haver Sine wave를 이용한 

하중제어방식으로 하였다. 
또한, 시험체에 압축이 걸리지 않도록 응력비(Stress 

ratio) 0.1의 인장-인장 피로시험을 실시하였다. 피로시

험에 적용된 응력수위는 0.7～0.3범위 이며, 본 연구에

서 재료의 피로한계(Fatigue limit)는 건설에서의 무한

수명인 200만회로 보았다.
Fig. 4는 복합재료 피로시험의 시험전 형상과 시험

후의 파괴형상을 나타내고 있다.

3. 시험결과 및 분석

3.1. 정적시험 결과 및 분석

정적시험을 수행한 결과는 Table 2와 같으며 시험체

의 최대하중은 34.53kN로 측정되었고 시험체 TT-1,2,3
의 평균 파괴하중은 31.39kN로 측정되었다. 

시험체의 파단은 상,하 Grib중 상부쪽 48mm～53mm
에서 파단이 발생하였으며 응력-변위 곡선은 시험체 

자체의 불균일성 등으로 많은 차이를 보였다. 
최대 인장응력은 시험체 TT-1이 74.28MPa로 최대값

을 나타내었고, 평균 인장응력은 68.06MPa로 나타났

다. 최대 신장량의 경우 시험체 TT-3이 2.88mm로 가장

큰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대변형률은 정적시험체 TT-2에서 11865×10-6

으로 측정되었고, 최소변형률은 시험체 TT-3에서 4404

Table 2. Static test results of fiber right angle direction test 
specimen

No Area
(mm2)

Failure load
(kN)

Tensile stress
(MPa)

Maxmum strain
(10-6)

TT-1 464.88 34.53 74.28 6316

TT-2 455.00 29.55 64.94 11865

TT-3 463.39 30.10 64.96 4404

Fig. 5. Load-Elongation relationship of fiber right angle 

direction test specimen.

Fig. 6. Stress-Strain of fiber right angle direction test specimen.

×10-6으로 측정되었다. 
정적인장시험에서는 파단시 층간분리 현상이 거의

없었고 단지 섬유파단에 의해서 파괴가 발생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정적시험의 특이점은 비슷한 응력범위에서 변

형률 및 최대, 최소신장량의 규칙성을 찾아볼 수 없었

는데 이 원인들은 재료의 불균일함 때문으로 기인됨을 

알 수 있다.
Fig. 5에서는 하중-신장량, Fig. 6에서는 응력-변형률 

관계를 나타내었다. 

3.2. 피로시험 결과 및 분석

피로 시험을 수행한 결과는 Table 3과 같으며 응력

범위 41.97MPa의 시험체 FT-2에서 1.90mm의 최대신장

량이 발생하였고, 응력범위 26.15MPa의 시험체 FT-9에
서 최소신장량 0.573mm가 발생하였다.

또한 최대변형률은 응력범위 31.50MPa인 시험체 

FT-6에서 6301×10-6으로 측정되었고, 최소변형률은 응

력범위 28.50MPa인 시험체 FT-8에서 1455×10-6으로 측

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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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Fatigue test results of fiber right angle direction test 
specimen

No Stress range
(MPa)

Maximum 
elongation

(mm)

Maxmum strain 
(10-6) Cycles

FT-1 48.44 1.830 6259 406

FT-2 41.97 1.900 3506 1,127

FT-3 36.64 0.786 3569 31,250

FT-4 35.09 0.569 5641 183,404

FT-5 32.36 1.210 5971 382,149

FT-6 31.50 1.090 6301 784,958

FT-7 30.05 1.150 1712 1,021,065

FT-8 28.50 1.040 1455 1,296,877

FT-9 26.15 0.573 1792 2,016,699

Fig. 7~15는 섬유직각방향 피로시험체의 수명-신장

량 관계를 나타내었다.

Fig. 7. Life-Elongation relationship of FT-1.

Fig. 8. Life-Elongation relationship of FT- 2.

Fig. 9. Life-Elongation relationship of FT- 3.

Fig. 10. Life-Elongation relationship of FT- 4.

Fig. 11. Life-Elongation relationship of FT- 5.

Fig. 12. Life-Elongation relationship of FT- 6.

Fig. 13. Life-Elongation relationship of FT- 7

섬유직각방향 피로시험체의 응력범위와 피로수명은 

피로시험 결과 응력이 작아질수록 반복횟수는 증가하

는 일반적인 현상을 알 수 있었고, 응력범위 26.15M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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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4. Life-Elongation relationship of FT- 8.

Fig. 15. Life-Elongation relationship of FT- 9.

Fig. 16. S-N Curve of fiber direction and fiber right angle 
direction test specimen.

인 경우 건설 분야에서 사용되는 피로한계인 200만회

를 충분히 만족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섬유직각방향 시험체의 피로시험의 경우, 대부분의 

균열이 반복횟수 초기에 발생하였다.
Fig. 16은 가한 응력(S)과 사이클 수(N)의 관계로 나

타낸 S-N curve 이다.
복합재료 바닥판의 피로성능 평가에 관한 연구에 의

하면 섬유방향 시험체의경우 인장응력의 36%에서 200
만회를 만족하는 피로한

도를 보였다. 즉, 40%의 인장응력 안에서 200만회를 

만족하는 피로 한도를 갖게 되었다3).

섬유직각방향의 경우 인장응력의 43%에서 200만회

를 만족하는 피로한도를 보였다. 
피로하중을 복합재료가 받을 경우에 복합재료의 초

기 손상은, 하중 방향에 수직이거나 큰 각도의 섬유가 

섬유의 함량이 과다한 영역에서 기지로부터 분리되는 

박리 현상으로부터 시작된다고 알려져 있다. 
이러한 박리 현상은 섬유와 기지 사이에 발생하는 

응력집중 및 변형률의 집중 때문에 발생한다. 발생된 

크랙은 섬유와 기지 사이의 계면을 따라서 전진한다.
이를 고찰하여 볼 때 섬유방향의 경우는 길이방향의 

균열과 층간분리가 일어나면, 독립적인 여러 개의 층

으로 나뉘어진 복합재료가 하중을 지탱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주어 높은 강성을 가지는데 비해, 직각 방향의 

경우는 섬유와 기지 사이의 계면파괴, 기지의 파괴 및 

기공의 성장 혹은 층간분리 등의 현상이 강하게 지배

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4. 구조해석 

4.1. 플라이파손하중 결정

시험체의 최초 균열은 플라이에서 일어나는데 일축

방향 하중을 가할시 가장 약한 플라이에서 균열이 일

어나고 그 균열로 인한 재료의 균질성이 약해져 내부

에 또 다른 응력작용이 일어나므로 결국 파괴에 이르

게 된다. 
본 해석을 통해 최초 파괴가 일어나는 적층각을 분

석하고 향후 FRP바닥판의 구조적 성능에 따라 적층각

도를 결정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또한 정적시험

시 시험체에 응력이 집중되는 곳을 알고 파괴형상을 

확인하기 위함이다.
본 시험에 사용된 FRP시험체의 물성치는 Table 4와 

같고 강도는 Table 5와 같다.
본 FPR시험체의 경우 섬유직각방향 [+45°,90°,-45°]

의 각도로 적층되어있고, 물성치와 강도를 이용하여 T
able 6에 파손을 일으키는 섬유직각방향 시험체의 임계

하중을 구하였다.
섬유직각방향으로 인장을 가하였을 때 각 적층(90°, 

±45°)에 대해 수평방향(Xt)에 의한 최초 파손은 가장 

작은 값인 951.8MPa이고 ±45°적층플라이가 파손된다. 
임계응력이 121.5MPa가 도달하면 전단력에 의해 ±4

5°플라이가 파손된다. 하지만, 수직방향(Yt)의 임계하

중에서 90°적층플라이의 임계하중이 80.4MPa이다. 
이로 인해 섬유직각방향의 최초 플라이 파손은 80.4

MPa의 임계하중이 작용할 때 90°플라이에 수직방향으

로 부터 파괴가 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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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Material properties of fiber right angle direction test 
specimen

Division Material perfomance

Modulus of elsticity
(GPa)

 24.316

 5.357

Poisson's ratio  0.331

Modulus of transverse elasticity
(GPa)  5.184

Table 5. Strength of fiber right angle direction test specimen

Strength of material

Longitudinal tensile strength  1020 MPa

Transverse tensile strength  40 MPa 

Shearing strength  70 MPa

Table 6. Critical Loads of fiber right angle direction test specimen

Condition 90° 45° -45°

 -4808.2 951.8 951.8

 80.4 136.6 136.6

 - ±121.5 ±121.5

Fig. 17. Failure stress distribution of fiber right angle direction 
test specimen.

4.2. 파손응력 분포도

시험체 모델링시 물림길이를 고려, 실제 인장을 받

는 부분만 모델링을 하였다. 적층 두께는 2.17mm로 유

리섬유의 [+45°, 90°, -45°] 적층만을 고려하였다. 
Fig. 17은 섬유직각방향 시험체의 파손시 응력분포

도를 나타내었다. 
3.95KN의 하중이 작용할시 최초 ±45° 플라이파손이 

일어남을 알수있다. 복합재료에 있어서 균열은 섬유과 

기지사이의 계면을 따라 발생한다. 즉, 플라이가 파손

이 됨으로서 복합재료 내부에 또 다른 층간응력이 발

생, 재료의 강도를 저하시키게 된다. 

플라이 임계하중을 해석함으로써 각 적층각에 대한 

강도를 예측하고 건설에서 사용될 복합재료의 유리한 

적층방향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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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 론 

본 연구는 FRP 복합재료를 이용한 교량 바닥판의 개

발 및 실용화에 관련된 연구로서, FRP재료의 구조재 활

용을 위한 기반기술을 제공하기 위하여 연구하였으며, 
FRP 복합재료 바닥판 부재의 섬유직각방향의 정적 및 

피로특성을 고찰하여 다음과 같이 결론을 도출하였다. 

1) 정적시험 및 피로시험 결과 비슷한 응력범위에서 

변형률 및 최대, 최소신장량의 규칙성을 찾아볼 수 없었

는데 이 원인들은 재료의 불균일함 때문으로 기인된다. 
2) 섬유직각방향 시험체는 200만회의 피로한계에 도

달되는 최대응력은 29.24MPa로 DB-24하중이 작용할 

경우 바닥판이 받는 응력이 10MPa 미만 임을 고려할 

때 충분한 안전성을 확보하였다고 판단된다.
3) 유리섬유의 적층이 [-45°,90°,+45°]이면, 임계하중

이 80.4MPa인 90°에서 최초플라이 파손이 일어난다. 
이는 ±45°플라이보다 낮은 임계하중이었다. 즉, [-45°,9
0°,+45°]적층은 구조적으로 인장에 대한 내구성이 약함

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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