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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it is willing to present that fundamental data for proposing quantitatively 

shrinkage cracking evaluation method such as plat-ring type restrained test method. It is possible 

to decide that specimen diameter is s 150mm with evaluating restrained shrinkage crack properties 

of concrete according to change of ring diameter in specimen. Also, effectiveness of test method 

according to mixing of PVA fiber is evaluated as part of a repeatability verification experiment of 

plat-ring type restrained test method using ring which diameter is 150mm. 

  As a result, it is possible to measure the crack due to the plastic shrinkage which was 

occurred within 48hours at early age with plat-ring type restrained test method. Hereafter, it is 

considered that the study concerning environmental condition and mixing factor in plat-ring type 

restrained test method is need.

요  약

본 연구에서는 상-링형 구속시험방법의 유효성 평가를 하여 그 특성을 국내․외에서 제안된 콘

크리트 구속수축시험방법과 비교하여 간편하고 정량 인 수축균열 평가방법의 개발을 한 기 자료를 

제시하고자 하 다. 이에 시험체 내부 링 직경의 변화에 따른 콘크리트의 구속수축균열특성 평가를 통

하여 내부 링 직경 150mm의 정 시험체 치수를 선정할 수 있었다. 한 선행된 실험을 통해 얻어진 

시험체 사이즈를 상으로 상-링형 구속시험방법의 검증실험의 일환으로 PVA섬유혼입 유․무에 따

른 시험방법의 유효성 평가를 실시하 다. 그 결과, 상-링형 구속시험방법은 기재령 48시간이내에 

발생하는 소성수축에 의한 균열측정이 가능하 다. 본 연구를 바탕으로 향후, 상-링형 구속시험방법

에 있어서 온도, 풍속 등의 환경조건  배합조건에 따른 콘크리트의 구속수축균열특성에 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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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cently the Near Surface Mounted (NSM) method has been proposed to improve disadvantage 

of externally bonded strengthening to the concrete structure method. But the NSM method 

showed the limit that it is difficult to assure of depth of concrete-cover in surface of structure. 

With this reason, this study suggests the Stirrup-Cutting Near Surface Mounted (CNSM) 

Method which can ensure to have the strengthening depth even thought it was hard to apply 

the NSM method to the deteriorated surface of concrete. In the result of the test, the flexural 

behavior of the structure applying the NSM and CNSM method was similar and it was 

evaluated that the effective strengthening length of reinforcement for NSM and CNSM method 

was more than 70% of span.

요  약

 최근 외부부착공법의 단 을 보완하기 해 보강면에 홈을  후 FRP보강재를 삽입하여 보강할 

수 있는 NSM공법이 연구되고 있다. 하지만 기존 NSM공법은 노후화된 콘크리트 구조물의 경우 피

복의 손상 등 단면 손실로 보강깊이의 확보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교축직

각방향 단철근 하부를 단하여 CFRP plate를 매립함으로써 보강깊이를 확보할 수 있는 stirrup

단형 CNSM 공법을 제안하고 이를 용한 구조물의 휨거동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해 보강공

법에 따른 하 -변  계, 보강길이에 따른 구조물과 보강재의 거동을 분석하 다. 실험결과 

CNSM공법을 용한 보 구조물의 휨거동은 기존 NSM공법을 용한 휨거동과 유사한 경향을 나타

내었다. 한 CFRP plate를 이용한 NSM과 CNSM공법에서는 보강길이가 순경간의 70%이상이 되

어야 보강재의 성능이 효과 으로 발휘될 수 있음으로 분석되었다.

CFRP plate를 용한 CNSM 공법의 보강길이에 따른 

휨 보강성능 연구

Flexural Strengthening Capacity of Concrete Beam applying

the Stirrup-Cutting Near Surface Mounted(CNSM) Method

 with the Various Strengthening Length of the CFRP pl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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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기재령에 있어서 콘크리트의 수축균열은 기에 인장응력에 항하는 강도가 충분하지 않은 조건에

서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슬래 부재와 같이 부재면 이 넓고 두께가 얇은 경우에 균열발생의 험이 

높다. 한 기 균열은 구조물의 하 에 견디는 능력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균열 기시 으로써 이

후 발생하는 결함을 속하게 증 시킨다. 

국내에서는 이러한 콘크리트의 수축균열평가를 한 시험방법으로 일본의 JIS에서 규격화하고 있는 

콘크리트의 건조수축 균열 평가방법과 유사한 시험방법으로 아령형 구속건조수축몰드를 활용한 콘크리

트의 건조수축 균열 평가방법을 KS에서 규격화하여 활용하고 있으나 이는 균열발생시   구속수축응

력을 평가하는 방법으로 균열발생량에 한 정량  평가는 어려운 실정이며, 한 국제 으로도 링 시험

방법을 통한 콘크리트의 균열발생시 과 그에 따른 구속응력에 한 연구  규격화는 이루어지고 있지

만 소성  건조수축에 의해 발생되는 균열정도에 한 정량  평가방법  규격은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콘크리트의 균열발생량에 한 정량  평가방법의 개발을 하여 국내․외 콘크

리트 수축균열평가에 한 규격을 조사하고 본 연구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상-링형 구속수축균열시험

방법과 비교․평가 는 분석함으로써 국내 콘크리트 수축균열특성의 정량  평가방법을 한 기 자료

를 제시하고자 하 다.

2. 국내․외 콘크리트의 구속수축균열 시험방법 검토

재 국내․외 으로 콘크리트의 구속수축균열을 평가하기 한 시험방법은 표 1에서 나타낸 바와 같

이 크게 4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각 시험방법별 특징으로 먼  미국에서 규격화하고 있는 시험방법으로 

링형 시험체를 사용한 콘크리트의 건조수축균열에 의한 균열발생시   구속수축응력을 평가하기 한 

ASTM C 1581-04 규격  AASHTO PP-034 규격이 있으며, 슬래 형 시험체로서 콘크리트의 균열면

을 평가하기 한 ASTM C 1579-06 규격이 있다. 한 국내에서는 아령형 시험체를 이용한 일본 JIS 

A 1151 규격과 같은 KS F 2595 규격을 활용하여 콘크리트의 균열발생시   구속수축응력을 평가하고 

있다. 이와 같이 국내․외에서 규격화하여 콘크리트의 수축균열특성을 평가하기 해 실시하고 있는 시

험방법들은 시험체 각각의 균열발생시   구속응력을 평가하기 한 것이며, 한 균열면  평가가 가

능한 슬래 형 시험방법에 있어서는 시험체 사이즈가 커지고 기재령에 있어서의 균열면  평가가 어

려운 실정으로 시험방법의 간소화  기재령부터의 콘크리트 균열발생정도에 한 정량 인 평가방법

이 필요하다.

3. 상-링형 구속시험방법에 의한 콘크리트의 수축균열 평가실험

3. 1 상-링형 구속시험방법의 개요  실험계획

표 1 국내․외 콘크리트의 구속수축균열 시험방법의 개요

시험방법  련규격 평가항목 시험체 Type

Standard test method for determining age at cracking and induced tensile 

stress characteristics of mortar and concrete under restrained shrinkage

(ASTM C 1581-04)

균열발생시 ,

구속수축응력
링형

Standard practice for estimating the cracking tendency of concrete, single user 

digital publication (AASHTO PP-034)

균열발생시 ,

구속수축응력
링형

Standard test method for evaluating plastic shrinkage cracking of restrained 

fiber reinforced concrete (ASTM C 1579-06)
균열면 슬래 형

콘크리트의 건조수축 균열 시험방법 (JIS A 1151, KS F 2595)
균열발생시 ,

구속수축응력
아령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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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내부 링 직경에 따른 균열면

표 3 내부 링 직경에 따른 균열포인트 (재령 48시간)

내부 링 

직   경

(mm)

100 150 200

시험체 

형  상

균  열 

포인트
7 62 64

그림 1 상-링형 구속시험체의 모식도 사진 1 Crack Scale을 이용한 

균열면  측정

그림 2 ASTM C 457을 활용한 

균열포인트 측정 방법

표 2 실험계획  콘크리트 배합

시리즈 실험요인  수
W/B

(%)

S/a

(%)

단  

수량

(kg/m3)

섬유

혼입율

(%)

단 량 (kg/m
3

)
평가항목

C FA BFS S G PVA

Ⅰ
내부 링 직경

(mm)

100

55 47.5 178

0.0 245 34 31 825 944 0.0
․균열면 (mm2)

․균열포인트
150

200

Ⅱ
PVA 섬유혼입율

(%)

0.0 0.0
245 34 31 825 944 1.4

․균열면 (mm2)

․균열포인트0.1 0.1

그림 2는 상-링형 구속시험방법에 이용되는 링형 몰드를 나타낸 것으로 외부 링 직경은 400mm로 고

정하 으며, 내부 링 직경을 100, 150  200mm로 하여 구속에 작용하는 내부 링 직경에 한 향을 검

토하고자 하 다. 한 사진 1은 Crack Scale을 사용한 링 시험체의 균열면  측정장면이며, 그림 2는 

ASTM C 457『Microscopical Determination of Parameters of the Air-Void System in Hardened 

Concrete1』의 Procedure A—Linear Traverse Method를 참고한 것으로 링 시험체의 일정범 내의 균열

포인트를 측정하는 방법을 도식화 한 것이다.

한편, 표 2는 상-링형 구속시험방법의 개발을 한 정 시험체 치수(시리즈Ⅰ)  시리즈Ⅰ의 실험

결과에 의한 정치수의 상-링형 시험체를 사용하여 균열평가의 변별력 검토(시리즈 Ⅱ)를 한 실험

계획  콘크리트 배합을 나타낸 것으로 시리즈Ⅰ에서는 내부 링 직경에 따른 향을 검토하 고, 시리즈

Ⅱ에서는 PVA섬유의 혼입조건에 따른 균열발생정도를 평가하 다.

3.2 상-링형 구속시험방법에 의한 콘크리트 수축균열 평가결과  고찰

상-링형 구속시험방법에 있어서 내부 링 직경에 

의한 콘크리트 시험체의 균열면   균열포인트의 평

가결과, 내부 링 직경 100mm를 제외하고 150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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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cently the Near Surface Mounted (NSM) method has been proposed to improve disadvantage 

of externally bonded strengthening to the concrete structure method. But the NSM method 

showed the limit that it is difficult to assure of depth of concrete-cover in surface of structure. 

With this reason, this study suggests the Stirrup-Cutting Near Surface Mounted (CNSM) 

Method which can ensure to have the strengthening depth even thought it was hard to apply 

the NSM method to the deteriorated surface of concrete. In the result of the test, the flexural 

behavior of the structure applying the NSM and CNSM method was similar and it was 

evaluated that the effective strengthening length of reinforcement for NSM and CNSM method 

was more than 70% of span.

요  약

 최근 외부부착공법의 단 을 보완하기 해 보강면에 홈을  후 FRP보강재를 삽입하여 보강할 

수 있는 NSM공법이 연구되고 있다. 하지만 기존 NSM공법은 노후화된 콘크리트 구조물의 경우 피

복의 손상 등 단면 손실로 보강깊이의 확보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교축직

각방향 단철근 하부를 단하여 CFRP plate를 매립함으로써 보강깊이를 확보할 수 있는 stirrup

단형 CNSM 공법을 제안하고 이를 용한 구조물의 휨거동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해 보강공

법에 따른 하 -변  계, 보강길이에 따른 구조물과 보강재의 거동을 분석하 다. 실험결과 

CNSM공법을 용한 보 구조물의 휨거동은 기존 NSM공법을 용한 휨거동과 유사한 경향을 나타

내었다. 한 CFRP plate를 이용한 NSM과 CNSM공법에서는 보강길이가 순경간의 70%이상이 되

어야 보강재의 성능이 효과 으로 발휘될 수 있음으로 분석되었다.

CFRP plate를 용한 CNSM 공법의 보강길이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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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섬유혼입조건에 따른 균열면

표 4 섬유혼입조건에 따른 균열포인트 (재령 48시간)

섬  유 

혼입율

(%) 

PVA 0.0% PVA 0.1%

시험체 

형  상

균  열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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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mm의 경우 균열면  200mm2 이상으로 나타났으

며, 균열포인트에 있어서도 내부 링 직경 150mm  

200mm의 경우 60포인트 이상으로 나타났으나 100mm에서는 10포인트 이하로 나타나 균열발생 정도의 

상  평가를 한 내부 링 직경은 150mm이상의 치수가 할 것으로 단된다. 한 내부 링 직경 

150mm를 사용하여 PVA섬유 혼입조건에 따른 균열면   균열포인트 측정결과, PVA섬유를 0.1% 혼입

한 시험체에 비하여 섬유무혼입 콘크리트의 균열면   균열포인트의 경우 10배 이상의 균열발생량이 

나타나 시험체 상호간의 비교평가가 유효한 것으로 나타났다.

4. 결 론

콘크리트의 기수축균열 평가를 한 상-링형 구속시험방법 개발에 한 연구를 수행한 결과 다음

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1) 상-링형 구속시험방법의 정 시험체 치수에 한 검토결과, 콘크리트 링 시험체 내부 링 직경이 

최소 150mm이상에서 균열면   균열 포인트의 변별력 있는 평가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2) PVA섬유 혼입 유(0.1%)․무 조건에 따른 콘크리트의 균열면   균열포인트를 평가한 결과, 

PVA섬유를 0.1%혼입한 시험체와 PVA섬유를 혼입하지 않은 시험체간에 발생한 균열발생정도의 차가 매

우 큰 것으로 나타나 실험요인에 따른 시험방법의 유효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3) 콘크리트의 기수축 균열발생량에 한 정량  평가를 목 으로 하는 상-링형 구속시험방법의 

개발을 해서는 향후 온도  풍속 등의 환경요인과 사용골재  결합재 등의 배합요인이 상-링형 구

속시험방법에 미치는 향에 한 추가 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감사의  

본 연구는 2007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 신진교수연구지원사업(기 과학분야)「링형 구속에 의한 기

재령 콘크리트의 소성/건조수축  균열평가기법」에 한 일련의 연구로 수행되었으며 이에 계자 여

러분께 감사드립니다.

※ 논문에 참여한 연구자(의 일부)는 2단계 BK21 사업의 지원비를 받았으며, 이에 감사드립니다.

참고문헌

1. Qi, C., "Quantitative Assessment of Plastic Shrinkage Cracking and its Impact on the Corrosion 

of Steel Reinforcement," PhD Thesis, Purdue University, West Lafayette, Indiana, May 2003

2. ASTM C 1581-04, "Standard Test Method for Determining Age at Cracking and Induced Tensile 

Stress Characteristics of Mortar and Concrete under Restrained Shrinkage" 20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