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 약

건설 분야에서 FRP(Fiber Reinforced Polymers) 부재는 기존의 건설부재에 비해 많은 장 을 가지고 있

어 여러 분야에서 연구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  FRP 재료를 이용한 교량 부재들이 해외 뿐만 아

니라 국내에서도 연구되고 있으며, FRP 인장재  바닥 은 연구  개발이 완료돼 재 시공 에 있고 

FRP 휨 부재 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런 FRP 부재는 외부 환경에 그 로 노출됨으로써, 온

도 등의 주  환경의 변화에 많은 향을 받게 되며, 특히 높은 온도에 취약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FRP 부재의 온도에 따른 역학  특성을 악하기 한 실험  연구로써, -21℃, 100℃, 20

0℃에 각각 1시간씩 시험체를 보 한 뒤 내구성 실험을 실시하 다. 각각의 시험체는 FRP 모듈형 박스부

재에서 4개씩 채취하 으며, 실험 실시 후 SEM촬 을 실시하여 괴모드를 분석하 다.

실험 결과 온일 때는 강도변화가 많이 나타나지 않았으나 고온일 때 압축  휨강도의 격한 조를 

확인할 수 있었다. 고온 보  시험체의 SEM(Scanning Electron Microscope) 촬 결과 수지의 손상으로 낮

은 강도가 측정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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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건설 신소재로써 두각을 나타내는 FRP(Fiber Reinforced Polymers)는 기존의 건설재료인 강재와 콘크리트

에 비해 고강도이며, 강재에 비하여 비부식, 고내구성 재료로써 많은 활용과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FRP의 

이러한 장 으로 하여  차세  건설재료로써 고내구성이 요구되는 구조물에 많은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재 국내외에서 FRP를 이용한 건설부재에 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FRP의 단 인 낮은 탄

성계수를 보완하고자 콘크리트를 충진 한 콘크리트 충진 FRP 부재의 연구사례가 조사되고 있다. 그  휨을 

받는 FRP 부재에 상부를 구조재료로 충진하는 시스템의 FRP 모듈형 박스부재의 연구가 진행 에 있다(성

배경, 2008).

이에 본 연구는 FRP 모듈형 박스부재 개발의 후속 연구로써, 내열성에 한 특성을 악하고자 온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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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체 Control -21℃ 100℃ 200℃

랜지섬유 방향

specimen-1 428.9 389.3 244.7 166.0

specimen-2 416.9 358.7 247.9 176.2

specimen-3 398.7 373.3 249.3 160.8

평균 414.8 373.8 247.3 167.7

랜지섬유 직각 방향

specimen-1 144.8 140.0 84.6 56.0

specimen-2 134.4 142.7 94.2 59.6

specimen-3 125.5 125.3 89.6 62.2

평균 134.9 136.0 89.5 59.3

웹섬유 방향

specimen-1 406.2 366.2 219.2 154.0

specimen-2 401.3 372.9 234.4 156.4

specimen-3 407.6 364.0 238.1 146.5

평균 405.0 367.7 230.6 152.3

웹섬유직각 방향

specimen-1 131.9 106.2 79.6 51.1

specimen-2 110.8 108.4 73.7 53.3

specimen-3 122.6 113.8 75.0 52.0

평균 121.8 109.5 76.1 52.1

(a) 상온 200℃ 보 (b) 압축강도 시험 (c) 휨강도 시험

따른 압축  휨 강도 실험을 실시하 다. 압축강도 시험체와 휨강도 시험체를 FRP 모듈형 박스부재에서 체

취한 뒤, -21℃, 100℃, 200℃에 각각 1시간씩 보 하여 실험을 수행하 으며, 상온에서 보 한 Control시험체

와 비교 분석하 다.

 

2. 실험개요

 

FRP 모듈형 박스부재에서 휨강도 시험체 4개를 채취하고 압축강도 시험체는 랜지, 웹 부분의 섬유방향

과 섬유직각방향에서 각각 4개의 시험체를 체취하여 상온  -21℃, 100℃, 200℃에 각각 1시간씩 보 하

다. 실험은 2000kN 용량의 만능시험기(UTM)를 이용하 으며, 다음 그림 1은 압축  휨강도 시험체의 20

0℃보  경과 실험 경이다. 

그림 1. 보 된 시험체  시험 경

 

3. 실험 결과

 

본 연구에서 실시한 압축강도의 결과 값을 정리해 보면 다음 표 1과 같으며, 괴 양상은 그림 3과 같다. 

Control시험체와 강도 비교는 그림 4에 나타내었다.

표 1. 시험체의 압축 강도(M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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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컨트롤 랜지 섬유방향 (b) 100℃ 웹 섬유방향 (c) -25℃ 랜지 섬유 지각방향

(a) 랜지 섬유방향 (b) 랜지 섬유직각방향

시험체 Control -21℃ 100℃ 200℃

휨강도 시험

specimen-1 557.2 485.3 291.2 231.8

specimen-2 524.5 466.7 285.6 219.0

specimen-3 542.3 476.0 308.0 209.4

평균 541.3 476.0 294.9 220.1

(c) 웹 섬유방향 (d) 웹 섬유직각방향

그림 3. 압축 강도 시험체의 괴양상

그림 4. 압축 강도 비교

본 연구에서 실시한 휨강도의 결과 값을 정리해 보면 다음 표 2와 같으며, 괴 양상은 그림 5와 같다. 

Control시험체와 강도 비교는 그림 6에 나타내었으며, 그림 7은 200℃시험체의 괴단면의 SEM촬  모습이

다.

표 2. 시험체의 휨강도(M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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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컨트롤 시험체 (b) -25℃ 보  시험체 (c) 200℃ 보  시험체

그림 6. 휨 강도 비교 그림 7. 200℃ 보  휨강도 시험체 SEM 촬

그림 5. 휨강도 시험체의 괴양상

 

4. 결 론

 

FRP 재료의 내열성에 한 특성을 악하고자 내구성능 시험을 실시한 결과, 괴모드는 컨트롤 시험체

와 동일하 으며, 온도변화는 FRP 부재의 괴모드에 향을 미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압축강도 시

험결과 -21℃에 보 된 시험체는 약 90%의 강도를 나타냈으며, 100℃에 보 된 시험체는 57%～66%의 강도

를 나타내었다. 마지막으로 200℃에 보 된 시험체는 38%～44%의 강도를 나타내었다. 한 휨시험체의 경우 

-21℃에 보 된 시험체는 88%, 100℃에 보 된 시험체는 54%, 마지막으로 200℃에 보 된 시험체는 41%의 

휨 강도를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결론 으로 온일때는 강도변화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으나, 고

온일 때 격한 하가 나타남으로써, 추후 고온에 한 수지의 보강이 이루어진다면 FRP 부재의 비 내열성

이 확보될 것이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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