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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e field of composite structures, the use of carbon tube for the confinement of concrete has been arisen since 

1990's. However, experimental and analytical studies were limited to those of reinforced concrete and concrete 

filled steel tube. The carbon tube provides excellent confinement capabilities for concrete cores, enhancing 

compressive strength and ductility of concrete significantly. The carbon tube has high tensile strength, light 

weight, corrosion immunity and high fatigue strength properties. Since carbon fiber is an anisotropic material, 

carbon tube could be optimized by adjusting the fiber orientation, thickness and the number of different layers. In 

this study, both experimental and analytical studies of axial and lateral behavior of full-scale CFCT (Concrete 

Filled Carbon Tube) columns subjected to monotonic axial load were carried out using Drucker-Prager theory. 

And, based on comparison results between experiment results and analytical results, k factor estimation was 

proposed for effective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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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 론

  1.1 연구배경  목

최근 도시의 건물은 지가상승  용지난으로 인한 한정된 

부지의 효율 인 이용을 하여 고층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한, 종래의 구조  제약 조건을 극복하고 장스팬  공간의 효

과 인 활용을 한 구조형식의 개발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실에서 여러 가지의 합성구조형식이 두되고 있다.

합성구조에 한 지속 인 연구결과로 섬유보강 라스틱

(FRP)을 이용한 합성구조가 근래에는 토목․건축분야에서 사용

이 증 되고 있다. Fiber Wrapping 기둥은 일본에서 처음으로 

콘크리트 굴뚝에 사용되었다. 이러한 기술이 발 하여 콘크리트 

기둥의 보수․보강에 사용되고 있다. Fiber Wrapping의 안으

로 사  제작된 FRP Sheet에 착제를 이용하여 장에서 구

조물과 부착시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방법들은 탄소

섬유튜 가 콘크리트의 횡 방향 팽창을 억제함으로써 구속효과

를 제공하여 구조물의 강도와 연성을 크게 향상시키는 장 이 

있다. 이와 같은 개념은 새로운 합성구조인 콘크리트 충  탄소

섬유튜 (Concrete Filled Carbon Tube, 이하 CFCT)에서도 사

용될 수 있다.

탄소섬유튜 로 구속된 콘크리트에 한 실험연구는 지난 몇 

년 동안 수행되어져 왔으나, 해석연구는 비교  새로운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탄소섬유튜 로 구속된 콘크리트에 한 실험연

구를 통하여 CFCT의 거동의 특성을 악하고, Druker-Prager 

소성이론을 사용한 비선형 유한요소해석
1)을 수행하여 CFCT의 

거동  특성을 측하기 한 신뢰할 수 있는 모델링 기법을 

제안하는 데 그 목 이 있다.

  1.2 연구범   방법

본 연구에서는 탄소섬유튜 의 구속효과를 평가하기 하여 

축력 실험을 수행하 다. 시험체의 크기는 높이 60 , 지름 30

로 하 고, 섬유방향을 변수로 하여 섬유의 방향을 

 ± ,  ± ,  ± 로 변화시켜 실험을 수행

하 다. 섬유의 방향을 변화시킨 CFCT의 성능에 한 실험을 

통하여 섬유의 방향 변화에 따른 실험결과를 기존의 구속효과

에 한 측식과 비교하고, 본 실험결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구

속효과에 한 실험식을 제안하 다.

한, 실험연구에서 제안된 식의 유효구속계수 를 용하여 

유한요소해석을 실시하여 제안된 실험식에서의  factor를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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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섬유 진
탄소섬유+ 진

(60 : 40)

비 1.76 1.2 1.54

인장강도( ) 3,920 64～74 2,058

탄성계수( ) 235 - 137

극한변형률 0.017 0.02～0.03 0.015

표 1. 탄소섬유와 진의 물성치

시험체명 탄성계수( )

C30-3T 46,134

C45-3T 47,413

C60-3T 70,666

표 2. 각 시험체의 탄성계수

하 다. 유한요소해석은 섬유의 방향을 변화시킨 CFCT에 하

여 Druker-Prager 소성이론을 사용하여 비선형해석을 수행하

다. 해석에 사용된 매개변수의 향을 악하여, CFCT의 거동 

 특성을 측하기 한 신뢰할 수 있는 모델링 기법   

factor를 제안하 다.

 2. 이론  고찰

  2.1 기존 연구에 한 고찰

횡구속에 의하여 3축 압축 응력상태에 놓인 콘크리트의 강도

는 1축 압축응력상태의 콘크리트 강도보다 증가한다. 기존에 발

표된 3축 압축 상태에 한 연구들을 고찰하여 보았다.

Fardis와 Khalili
2)는 탄소섬유튜 로 구속된 콘크리트의 

hyperbolic 응력변형도 모델에 하여 연구하 다. Nanni와 

Bradford3)는 강도는 하게 측하나 연성을 과소평가하는 

모델을 발표하 다. Ahamad와Shah
4)는 콘크리트 기둥에 한 

유리섬유의 나선형 보강에 한 구속효과를 측하기 한 모

델에 하여 연구하 으며, 횡구속압과 콘크리트의 강도비에 따

라 다음과 같은 식을 제안하 다.

               (1)

             (2)

Saatcioglu와 Razvi5)는 실험을 통하여 유효구속계수로 

 을 제시하 다. Mirmiran6)은 유리섬유를 이용한 콘크

리트의 횡구속실험에서 다음의 식을 제안하 다.

                     (3)

Samaan7)은 콘크리트의 변형률을 계산하기 하여 이선형 

응력-변형률 곡선과 강도를 사용한 모델을 제안하 다. 

Shahawy
8)는 콘크리트 강도와 탄소섬유 외피 수에 따른 구속효

과에 하여 연구하 으며, Hsien-Kuang Liu9)는 섬유의 재료

와 섬유방향에 따른 구속효과의 차이를 연구하 다. Pessiki
10)는 

탄소시트와 유리시트로 구속된 원형과 각형 시험체의 구속효과

의 차이를 연구하 으며, 박순섭11)은 탄소섬유로 구속된 원형과 

각형시험체의 구속효과의 차이를 연구하 다.

Rocjette와 Labossiere
12)는 탄소섬유와 아라미드섬유로 감겨

진 콘크리트 기둥의 거동을 연구하기 하여 증분 유한요소기

법을 사용하 으며, 콘크리트를 탄소성 재료로 고려하여 

Associative Druger-Prager이론을 도입하 다. 그러나, 섬유의 

방형, 단면형상에 한 고려가 미흡하 고, 매개변수가 24개로 

실제로 용하기에는 사용성이 떨어진다. Mirmiran
13)등은 라

이의 두께를 변화시켜 Non-associative Druger-Prager이론을 

이용한 해석  근을 하 다.

본 연구에서는 섬유의 방향을 변화시킨 탄소섬유튜 를 

Non-associative Druger-Prager소성이론을 용하여 해석연구

를 수행하 다.

 3. CFCT의 거동 실험연구

  3.1 실험개요  목

기존에 발표된 탄소섬유튜 의 구속효과에 한 연구들은 시

험체의 크기를 실제 기둥보다 작게 제작하여 size effect가 발생

하 다. 한, 섬유의 방향이 일반 으로 70°～90° 범  내에서 

구속효과만을 고려한 단일 방향을 사용하여 실험을 실시하 다. 

따라서, 응력-변형률 거동이 과 평가되는 경향을 나타내어 그 

거동을 정확하게 측할 수 없었다.

이에, 본 실험에서는 실제 기둥의 거동과 유사한 실험결과를 

얻기 하여 시험체의 크기를 실제크기와 근 하게 제작하 다. 

한, 섬유방향에 따른 구속효과의 향에 한 정보를 얻기 

하여 섬유방향을 변화시켜 실험을 수행하 다.

탄소섬유튜 를 제작하기 한 탄소섬유 원사는 일본 Toho 

Tenax, Co. 의 HTA-12K를 사용하 으며, 그 외에 SNS 미

칼의 SS-2018W(에폭시 진), SS-2010H(경화제), SA-101( 진

제)를 사용하 다. 탄소섬유  진의 물성치는 표 1과 같다. 

탄소섬유와 진의 함량은 60:40으로 유지하 다. 시험체의 탄

성계수값은 고 층 이론을 토 로 표 2와 같이 산정하 다.

  3.2 시험체 개요

시험체는 탄소섬유튜 의 섬유방향에 따른 향을 악하기 

하여 3개의 시험체를 제작하 다. 탄소섬유튜 의 형태는 원

형, 두께는 3 , 그리고 섬유의 방향은 각각  ± , 

 ± ,  ± 로 조합하 다.  방향의 섬유는 기

본 인 튜 의 구속효과를 고려하기 하여 모든 시험체에 공

통 으로 포함되었다. 그 외의 섬유방향은 튜 의 휨  단을 

고려하기 하여 조합되었다. 시험체의 자세한 사항은 표 3에 

나타내었다. 한 콘크리트의 강도를 측정하기 하여 동일한 

크기의 공시체를 제작하 다. 탄소섬유튜  내에 충 된 콘크리

트와 동일한 조건의 양생을 하여 거푸집은 실험을 수행하는 

시 에서 제거하 다.

시험체의 크기는 국내 최  용량을 가지고 있는 포항산업과

학연구원(RIST)에 설치된 UTM의 용량을 고려하여 최 한 실

제 크기에 가깝도록 제작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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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체
실측두께

(mm)
′   ′   ′  ′  

C30-3T 3.45 17.5 46.6 0.0282 2.66 14.1

C45-3T 3.64 17.5 59.1 0.0359 3.38 18.0

C60-3T 3.25 17.5 87.4 0.0317 4.80 15.9

CON-C N./A. N./A. N./A. N./A. N./A. N./A.

* ′  =구속되지 않은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  =구속된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구속된 콘크리트의 최  응력에서의 압축변형률
  =구속되지 않은 콘크리트의 압축변형률 0.002

표 4. 튜 의 실측두께와 실험결과 요약

시험체
실측두께

(mm)
두께증감 ′  ′ 강도증감   변형률증감

C30-3T 3.45 1 2.66 1 14.1 1

C45-3T 3.64 1.06 3.38 1.27 18.0 1.28

C60-3T 3.25 0.99 4.80 1.80 15.9 1.13

표 5. 섬유의 방향에 따른 내력과 변형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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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응력-변형률곡선

단면형상 시험체명

콘크리트

배합강도

( )

Carbon Tube 두께

(mm) 비고

90° 60° 45° 30°

원형

(Φ 300×600㎜)

C30-3T 26.4 1 2 축력

C45-3T 26.4 1 2 축력

C60-3T 26.4 1 2 축력

CON-C 26.4 N./A. 축력

표 3. 축력 시험체 개요

그림 1. 10000 kN U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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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측정기기 배치

UTM은 그림 1에 보이는 10000kN 용량을 사용하 으며, 가

력 방법은 변 제어를 통하여 0.01  의 속도로 재하 하

다. 실험데이터의 수집은 UCAM-500A를 이용하 다. 튜 의 

변형률을 측정하기 하여 튜  면에 둘 방향으로  간격으

로 상부, 앙부, 하부에 모두 12개의 2축 게이지를 부착하여 

축방향과 횡방향의 변형률을 측정하 다. 내부 콘크리트의 변형

률을 측정하기 하여 콘크리트 코어 심부에 게이지를 삽입

하 다. 체 길이에 한 평균 축소량을 측정하기 하여 그림 

2와 같이 시험체의 주변에 4개의 LVDT를 배치하 다.

콘크리트는 배합강도 26.4 의 압축강도를 사용하 다. 

CFCT의 경우, 카본 튜 에 의하여 콘크리트가 외기와 차단되

어 콘크리트 28일 강도가 배합강도에 비하여 낮게 나타난다. 따

라서,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측정을 한 공시체는 하여 실

험이 시작될 때까지 양생하여 CFCT와 동일한 양생조건을 제공

하 다.

  3.3 실험결과  고찰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실험을 하여 CFCT와 동일한 크기 

 양생조건으로 제작된 공시체의 압축강도는 배합강도보다 낮

은 17.5 의 압축강도를 나타내었다. 한 탄소섬유튜 의 

두께는 제작과정에서 계획된 두께와 차이를 나타내었다. 표 4와 

그림 3은 각 시험체의 응력-변형률 곡선과 실측두께  실험결

과를 나타낸 것이다.

C30-3T 시험체는 약 3293kN의 압축하 에서 괴되었다. 

압축강도는 약 46.6 이었으며, 괴시 축방향의 변형률은 

약 0.0282가 발생되었다. 이는 콘크리트 강도의 약 2.66배, 연성

은 콘크리트의 최 응력시 변형률 0.002의 약 14.1배로 향상되

었다. C45-3T 시험체는 약 4177 의 압축하 에서 괴되었

다. 압축강도는 약 59.1 이었으며, 괴시 축방향의 변형률

은 약 0.0359가 발생되었다. 이는 콘크리트 강도의 약 3.38배, 

연성은 콘크리트의 최 응력시 변형률 0.002의 약 18.0배로 향

상되었다. C60-3T 시험체는 약 5937 의 압축하 에서 괴

되었다. 압축강도는 약 84.0 이었으며, 괴시 축방향의 변

형률은 약 0.0317이 발생되었다. 이는 콘크리트 강도의 약 4.08

배, 연성은 콘크리트의 최 응력시 변형률 0.002의 약 15.9배로 

향상되었다.

실험결과, 섬유의 방향이 부재의 둘 방향에 가까워질수록 

내력은 증가하여 섬유 방향이  일 때 최  84%까지 증가하

다. 반면, 변형은 섬유의 방향이  인 경우가  인 경우

보다 변형이 크게 나타났다. 표 5와 그림 4에서는 탄소섬유튜

의 실측두께와 섬유방향에 따른 내력과 변형률을 비교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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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제안자 제안식

탄소섬유

튜

Fardis
2)

 ′  

 




Samaan
7)

 ′    




 ′    
   ′  


 

Saafi and 

Toutanji
14)

 ′  
   ′  

박순섭
11)

 ′ 

  

표 6. 횡구속 이론식 

그림 4. 섬유의 방향에 따른 내력과 변형 비교

  3.4 기존의 이론식 비교  실험식 산정

탄소섬유튜 에 의한 횡구속효과에 한 기존의 이론식을 구

속된 콘크리트의 강도 , 압축변형률 에 하여 표 6에 정

리하 다. 각 시험체의 실험결과와 각 이론식의 비교결과는 그

림 5～그림 7과 같다.

기존 의 이론식 들  에 서  Saafi14)가  제 안 한 실 험 식 이 

 ± 의 실험결과와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튜  외부섬유의 방향이 부재 둘 방향에 가까워질수록 탄소섬

유튜 의 구속효과를 낮게 평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한, 박순섭11)의 이론식은  ± , ± 에서는 실험결

과와 유사하게 나타났으나,  ± 에서는 실험결과와의 차

이를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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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C30-3T 시험체의 실험결과와 이론식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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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C60-3T 시험체의 실험결과와 이론식의 비교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기존의 의 횡구속효과에 한 

이론식은 CFCT의 압축강도와 변형률을 측하기 하여 용

할 수 없다. 이는 탄소섬유로 제작된 튜 의 경우에서 섬유의 

방향  섬유방향의 조합 등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CFCT와 같이 탄소섬유튜 의 내부층에 부재 둘 방향으로 1

두께를 갖고, 외부에 섬유의 방향을 변화시킨 CFCT의 횡

구속효과를 측할 수 있는 실험식을 개발하 다.

횡구속효과에 의한 압축강도의 일반 인 형태는 식(4)와 

같다.

                          (4)

그림 8과 같은 형태로 구속효과와 구속비에 한 식을 유도

하면, 지수형태의 식 (5)와 같은 방정식을 유도할 수 있다.

                      (5)

식(5)의 과 의 값을 섬유방향에 따른 변수로 놓고, 각 시

험체의 실험결과값의 회귀분석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단, 는 radians이며 


≤ ≤ 


이다.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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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구속효과와 구속비  

따라서, 시험체의 구속효과에 의한 실험식을 다음과 같이 유

도할 수 있다.







              (8)

 




             (9)

압축변형률의 일반 인 형태는 Mander의 제안식과 형태가 

같다.

                   (10)

식 (10)에서 계수 5를 변수 로 놓고 정리하면,

  

 
                    (11)

그림 9와 같은 형태로 구속효과와 횡방향 변형률에 한 식

을 유도하면 다음과 같은 방정식을 유도할 수 있다.

     ( =카본튜 의 단변형률)     (12)

식 (12)의 A와 B의 값을 각도에 따른 변수로 놓고  섬유의 

방향에 하여 식을 산정하면,

                (13)

                       (14)

단,  는 radians이며 


≤ ≤ 


이다. 따라서,

         (15)

탄소섬유튜 에 의하여 횡구속된 압축변형률을 다음과 같이 

얻을 수 있다.

 



        (16)

제안된 실험식의 타당성 검증을 하여 실험식과 실험결과

를 비교하 다. 그림 10～그림 12에 나타낸 것과 같이 시험체

에 하여 제안된 실험식은 실험결과를 잘 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9. 섬유방향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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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C30-3T 실험식과 실험결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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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C45-3T 실험식과 실험결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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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C60-3T 실험식과 실험결과 비교

 4. 유한요소법에 의한 CFCT의 거동

  4.1 개요

탄소섬유를 이용한 실험연구는 지난 몇 년 동안 수행되었지

만, CFCT의 구속에 의한 콘크리트의 해석연구는 수행된 것이 

거의 없다. 콘크리트와 강 과는 다르게 선형탄성재료인 탄소섬

유튜 는 매우 다른 거동을 나타낸다. CFCT를 기존의 콘크리

트나 강 에 한 해석 모델에 용하면 강도가 과 평가되는 

경향이 있다. 본 에서는 CFCT의 압축거동을 범용유한요소 

로그램인 ANSYS Version 6.0을 이용하여 유한요소해석을 

실시하 다. 유한요소해석에 필요한 재료의 물성치는 고 층

이론을 토 로 산정하 으며, CFCT의 소성특성을 용하기 

하여 Druker-Prager이론을 도입하여 해석을 수행하 다. 실

험결과와 제안된 실험식과의 비교를 통하여 해석결과의 타당성

을 검토하 으며, CFCT의 구조  성능을 측할 수 있는 유한

요소 모델을 제시하 다.

  4.2 Druker-Prager 이론의 항복조건

Druker-Prager이론은 토질역학에서 유도된 이론이다. Mohr- 

Coulomb의 조건을 일반화한 식으로 Mohr-Coulomb이론에 

한 하나의 근사식으로 볼 수 있다. Mohr의 조건과는 달리 간 

주응력을 고려하 고, Von Mises 이론과 유사한 이론이다. 흙, 

암석, 콘크리트와 같이 소성변형을 고려할 수 있으며, Coulomb

의 내부 마찰설에서 단응력을 불변량으로 표시한다.

                   (17)







             (18)

식에서 는 평균응력, 은 응력의 1차 불변량, 는 편차응

력의 2차 불변량이다. 여기서,

                     (19)



 
                (20)

  

 

  
  

      (21)

는 항복함수로서, 이면 항복상태,  은 탄성상태

를 나타내며, 인 경우는 나타날 수 없다. , 는 물질정

수 는 유동변수 는 재료정수로서 착력 와 내부마찰각 

, 재료팽창각  의 매개변수로 나타난다.

  4.3 유한요소 해석결과   factor 제안식

시험체의 모델링은 본 시험체의 형상과 하 조건의 칭성을 

고려하여 그림 13과 같이  단면의 1/4부분과 높이의 1/2부분, 

실제 시험체의 1/8을 모델링하 다. 칭방향은 Symmetric 처

리를 하여 실제의 시험체와 같은 거동을 할 수 있게 표 하

다. CFCT의 거동을 정확하게 악하기 하여 의 해석결과

를 토 로 재료팽창각을 0(Non-associative)으로 두고 매개변수

인 착력과 내부마찰각,  factor에 한 민감도 해석을 수행

하 다.

해석 결과 응력-변형률 곡선은 축방향과 횡방향에서 이선형

의 형태를 나타내었다. 응력-변형률 곡선의 첫 번째 기울기는 

비구속된 콘크리트의 탄성계수와 일치하 으며, 환 은 비구

속된 콘크리트의 최 강도와 일치하 다. 그림 14는 C60-3T의 

시험체의 경우에서  factor의 변화에 따른 응력-변형률 곡선

을 나타낸 그림이다.  factor가 커지면서 변곡 과 곡선의 2차 

기울기가 커졌다. 변곡 이 나타나는 것은 CFCT가 유사소성거

동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유한요소해석 결과로 나타난 곡선은 

실험결과와 같이 완 한 곡선형태를 나타내지 않았다. 그 이유

는 Druker-Prager이론은 재료가 탄소성이라는 가정을 기본으로 

작성되었기 때문이다.

그림 15는 CFCT의 응력-변형률 곡선에서 착력과 내부마

찰각의 향을 알아보기 한 민감도 해석의 수행결과이다.

응력-변형률 곡선의 2차 기울기에 향을 주는 매개변수는 

내부마찰각으로 나타났으며, 내부마찰각이 커지면 곡선의 2차 

기울기는 증가하 다. 변곡 은 착력과 내부마찰각에 향을 

받는데, 착력과 내부마찰각이 증가하면 변곡 의 치, 변형

률  강도가 증가하 다.

그림 13. Model Sha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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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제안된 축방향  fa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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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factor의 향

그림 15. 매개변수의 향

  4.4  factor 제안식

실험연구에서 제안된 식의  factor를 사용한 해석결과와 실

험결과에서 차이가 났다. Druker-Prager이론은 기본 으로 토

질역학을 토 로 한 이론이므로 콘크리트에서는 정확성이 떨어

졌다. 그러므로, 이를 CFCT의 유한요소모델에 히 용하기 

해서는 매개변수들에 한 보정이 필요하 다.

특히, 본 연구는 섬유방향에 따른 CFCT의 거동에 한 연구

로서, 섬유방향에 한 향을 반 하는 유효구속계수  factor

의 보정이 가장 효과 이었다. 시험체의 섬유방향에 따른 

한  factor를 구하기 하여 실행반복의 해석연구를 실시하

다. 각 시험체에서 해석연구로 나타는  factor를 변수로 회귀

분석을 실시하여 섬유방향에 따른  factor를 다음과 같이 제안

하고 실험결과와 비교하여 제안된 식을 검증하 다. 그림 16은 

섬유방향에 따른  factor와의 계를 나타낸 것으로, 섬유방향

에 따라  factor의 편차가 큼을 알 수 있다.  factor를 섬유

뱡향에 따른 변수로 놓고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섬유의 방향에 

하여 다음과 같은 식을 구할 수 있다. 단, 는 radians이며 




≤ ≤ 


이다.

           (22)

제안된 식의 타당성 검증을 하여 제안식과 실험결과를 비

교하 다. 그림 17～19에 나타난 것과 같이 시험체에 하여 제

안된 식은 실험결과를 잘 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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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7. C30-3T 축방향 제안식과 실험결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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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8. C45-3T 축방향 제안식과 실험결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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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9. C60-3T 축방향 제안식과 실험결과 비교

 5. 결 론

탄소섬유튜 로 구속된 3개의 시험체에 하여 실험연구를 

통하여 CFCT 거동의 특성을 악하 다. 실험결과와 기존의 

이론식을 비교한 결과에서 큰 오차가 나타났다. 따라서, CF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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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둥의 거동을 측할 수 있는 섬유의 방향을 고려하여 실험식

을 실험결과를 바탕으로 제안하 다. Druker-Prager소성이론을 

사용하여 비선형 유한요소해석을 수행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원형의 탄소섬유튜 에 의하여 구속된 콘크리트는 압축강

도와 연성이 히 증가하 다. , 섬유의 방향에 따른 구속

효과의 향은 섬유의 방향이 부재의 둘 방향에 가까워질수록 

내력이 향상되었으나, 변형은 섬유의 방향이  인 시험체가 

최 인 것으로 나타났다.

2. 실험결과를 근거로 CFCT기둥의 축하 에 한 성능을 

측할 수 있는 실험식을 제안하 으며, 실험결과와 비교하여 본 

결과 CFCT기둥의 축하 에 한 거동을 하게 측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본 실험 결과에 의하여 탄소섬유튜 에 용되

는 최  압축강도와 최  변형률의 식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

다. 단, 는 radians이며 


≤ ≤ 


이다.

구속된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최 변형률

 



3. 유한요소해석에서는  factor와 매개변수의 향을 악하

기 하여 민감도 해석을 실시하 다. 해석결과를 근거로 

CFCT기둥의 축하 에 한 성능을 측할 수 있는  factor에 

한 이론식을 제안하 으며, CFCT 기둥의 축하 에 한 거

동을 하게 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실험결과에 의하

여 탄소섬유튜 에 용하는 축방향의  factor는 다음과 같다. 

단, 는 radians이며 


≤ ≤ 


이다.



4. 본 논문은 제한된 시험체만을 사용하여 실험을 수행하고 

제안식을 제시하 으며, 이는 정확성이나 객 성 측면에서 한계

를 가질 수 있다고 단된다. 향후 더 많은 실험과 연구를 통한 

제안식의 검증  새로운 식의 제안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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