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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콘크리트의 보강재로 높은 인장 강도와 비부식성, 비자기성, 비 기성 등의 장 을 갖는 FRP의 사용에 

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FRP가 갖는 낮은 탄성계수와 취성  성질로 인해 기존 설계방

법을 용하기에는 문제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보강비 변화에 따른 AFRP 보강 콘크리트 보의 구조 실험

을 수행하여 FRP 보강근을 사용한 콘크리트 부재의 휨 성능 연구에 한 기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

다. 각 실험체의 결과 데이터를 비교 분석한 결과 균형보강비를 기 으로 보강 실험체는 FRP의 단에 

의해 격한 괴양상을 보인 반면에, 과보강 실험체는 콘크리트가 압괴하는 괴 징후를 보이며 괴에 

도달하 다. FRP 보강근을 사용한 보 부재의 설계에 균형보강 이상의 설계가 요구되며, 과보강의 경우 고

강도 콘크리트의 사용이 요구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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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사용 연한에 따른 철근 부식은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의 성능 하와 수명 단축의 주요 원인이 된다. 이러

한 문제를 해결하기 해 비부식 재료인 섬유 보강 폴리머(Fiber Reinforced Polymers, 이하 FRP)를 콘크리

트의 보강근으로 개발하여 구조물에 용하기 한 연구가 재 활발히 진행 이다. FRP는 단 량당 강

도가 우수하고 구조물의 자 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비부식성, 비자기성, 비 기성 등의 성질로 취약한 환경 

조건에서도 내구성이 우수한 장 을 가지고 있다. 한편, FRP 보강근은 높은 인장강도에 비해 낮은 탄성계수

를 갖고, 취성 인 성질로 인해 단에 약하다는 단 을 가지고 있다. 한 철근과 재료 특성이 다르기 때문

에 기존의 품질 리 기   설계방법을 따를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생산된 AFRP 보강근을 사용한 고강도 콘크리트 보에 하여 구조 실험

을 수행하여, FRP 보강근을 사용한 콘크리트 부재의 휨 성능 연구에 한 기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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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실험 재료

1) 콘크리트

실험체 제작에 사용된 콘크리트는 설계 강도 45MPa로 설계하 으며 KS F 2405의 기 에 따라 압축강도

를 측정한 결과, 45.7MPa로 나타났다. 콘크리트 배합비를 표 1에 나타내었다.

설계 기준 강도(MPa) W/B(%) 슬럼프(mm)
단위재료량 

물 시멘트 잔골재 굵은 골재 혼화제
45 32.4 150 162 500 727 936 3.5

표 1 콘크리트 배합설계 

2) 보강근

FRP 보강 실험체의 주근으로 지름 8mm, 10mm의 아라미드 섬유 보강 폴리머(Aramid fiber reinforced 

Polymer, 이하 AFRP) 보강근을 사용하 고, 스트럽은 지름 10mm 철근을 사용하 다. 실험에 사용된 AFRP 

보강근의 인장 실험 결과, 인장강도는 1414.7MPa, 탄성계수는 61.7GPa을 나타났다.

2.2 실험체

계획된 실험체는 ACI 440.1R-06에 따라 균형보강비를 기 으로 보강, 균형보강, 과보강으로 나 어 제

작하 으며, 실험체는 단면 200mm×400mm, 피복 두께를 40mm로 설계하 다. 한 휨 괴를 유도하고 

단 괴를 방지하기 하여 모든 실험체에 단 보강근을 배치하 다. 실험체 배근 상세는 그림 1과 같으며, 

표 2에 실험체 상세를 정리하 다.

그림 1 실험체 배근 상세
    

실험체명 보강근  (%) 보강설계실제 균형
A2D8-45

AFRP
0.14

0.23
Under

A3D8-45 0.21 Balanced
A3D10-45 0.33 Over
A4D10-45 0.44 Over

표 2 실험체 상세

2.3 실험 방법

실험은 단순지지 상태에서 용량 1000kN 오일젝으로 앙부에 2  가력을 하 고, 지지 에서 가력  사이

가 1290mm( 단경간비: 3.6), 가력  사이간 거리가 600mm로 설계하 다. 하 은 오일젝 하부에 설치한 로

드셀을 이용하여 측정하 으며, 앙의 하부에 LVDT를 설치하여 변 를 측정하 다. 콘크리트 표면과 보강

근의 앙부에 Strain Gage를 부착하 으며, UCAM-500A를 사용하여 데이터를 수집하 다.

3. 실험 결과

3.1 괴 형태  균열 양상

- 324 -



FRP Rupture

Concrete Crushing

그림 2 괴 형태 

실험을 통한 최  하 , 최  변   괴 형태를 표 3에 정리하 다. 보강비를 변수로 수행한 실험 결과 

모든 실험체는 휨 괴  휨- 단 괴 형태로 괴되었으며, 실험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보강비가 균형보

강비 이하인 실험체의 경우 FRP의 단에 의해 실험체가 괴되었다. 반면에 균형보강비보다 큰 실험체는 

콘크리트의 압괴에 의해 실험체가 괴되었다. 그림 2는 실험을 통해 나온 두 가지 괴 형태이다.

보강설계 최대 하중(kN) 최대 변위(mm) 파괴 형태

A2D8-45   75.0 44.7 FRP Rupture
A3D8-45 ≈ 122.7 61.6 FRP Rupture
A3D10-45 ≈ 167.0 64.3 Concrete Crushing
A4D10-45   188.1 60.5 Concrete Crushing

표 3 실험 결과

   

균열은 모든 실험체에서 기에 앙부 휨 균열이 발생하여 순수휨구간 바깥쪽으로 확산되는 양상을 보

고, 콘크리트 인장면에서 시작된 균열들이 압축면으로 진행되면서 콘크리트 압괴나 FRP 단으로 인해 최종 

괴에 도달하 다.

과보강 실험체가 보강 실험체에 비해 균열 간격은 좁게 많은 수로 형성된 반면에, 균열폭은 보강 실

험체에서 더 빠르고 크게 진 되었다. 그림 3는 각 실험체의 균열도이다.

A2D8-45 A3D8-45

A3D10-45 A4D10-45

그림 3 균열도

3.2 하 -변  계

실험체의 보강비 따른 하 -변  계를 나타내면 그림 4와 같다. 모든 실험 결과에서 보강비와 계없이 

균열이 발생한 직후, 기 강성의 변화를 나타냈으며, 최 하 에 이르기까지 선형 인 거동을 나타내었다. 

한 실험체는 보강비의 증가에 따라 내력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 다. 보강 실험체  균형보강 실험체는 

최 하  지  이후에 작스럽게 괴된 반면에, 과보강 실험체는 최 하  이후 일정폭의 하 이 떨어지고 

변 만 증가하다가 괴되었다.

3.2 하 -변형률 계

보강비에 계없이 모든 실험체들은 기 균열 발생 직후 강성의 변화를 보 으며, 보강근과 콘크리트의 

변형은 선형 으로 나타났다. 과보강 실험체의 경우 비교 으로 최종 괴 시 콘크리트의 압축 변형률이 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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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주근  콘크리트 변형률 곡선

한압축변형률 0.003에 거의 도달하면서 괴되었다.

 

그림 4 보강비에 따른 하 -변  곡선

4. 결론

1) 균형보강비를 기 으로 보강 실험체는 FRP 단에 의해 작스럽게 괴된 것에 반하여, 과보강 실

험체는 콘크리트 압괴 이후 하 은 떨어졌지만 내력을 80% 이상 유지하면서 괴 징후를 보 다. 부재 설계 

시 어도 균형보강비 이상의 배근이 필요할 것으로 단된다.

2) 균열은 앙부 휨 균열이 발생한 후 순수 휨 구간 바깥쪽으로 확산되는 양상을 보 으며, 보강비가 증

가할수록 균열 간격은 좁게, 균열폭은 어드는 경향을 보 다. 기 균열 이후에 격한 강성의 변화를 보

으며, 보의 내력은 보강비의 증가에 비례하여 크게 나타내었다. 

3) 하 -변형률 곡선에서 과보강 실험체는 최종 괴 시 콘크리트극한변형률에 거의 도달한 것으로 단

되며, 과보강 실험체의 경우 보강비에 맞는 한 비율의 콘크리트 압축강도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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