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71

 Journal of the Korea Concrete Institute

Vol. 20, No. 6, pp. 671~679, December, 2008

CFRP 플레이트 적용 스터럽 부분절단형 표면매립공법으로 보강된

철근콘크리트 보의 휨 거동에 대한 실험적 평가

오홍섭
1)
·심종성

2)
·주민관

2)
*·이기홍

2)

1)
진주산업대학교 토목공학과 

2)
한양대학교 토목공학과

 Experimental Verification of Flexural Response for Strengthened R/C

Beams by Stirrup Partial-Cutting Near Surface Mounted Using CFRP Plate

Hongseob Oh,
1)
 Jongsung Sim,

2)
 Minkwan Ju,

2)* and Gihong Lee
2)

1)
Dept. of Civil Engineering, Jinju National University, Jinju 660-758, Korea
2)

Dept. of Civil Engineering, Hanyang University, Seoul 133-791, Korea

ABSTRACT The near surface mounted (NSM) FRP strengthening method has been conventionally applied for strengthening

the deteriorated concrete structures. The NSM strengthening method, however, has been issued with the problem of

limitation of the cutting depth which is usually considered as concrete cover depth. This may be related with degradation

of bonding performance in long-term service state. To improve the debonding problem, in this study, the Stirrup partial-

cutting NSM (SCNSM) strengthening method using CFRP plate was newly developed. SCNSM strengthening method

can be effectively applied to the deteriorated concrete structure without any troubles of insufficient cutting depth. To

experimentally verify the structural behavior, the flexural test of the concrete beam by using the SCNSM strengthening

method was conducted with the test variable as the strengthening length (32%, 48%, 70%, 80%, 96% of span length).

In the result of the test, the NSM and SCNSM strengthened specimen showed similar structural behavior with load-

deflection, mode of failure. Additionally, there was no apparent structural degradation by the stirrup partial-cutting. Consequently,

it was evaluated that the SCNSM strengthening method can be useful for seriously damaged concrete structures that is

hard to apply the conventional NSM strengthening method for increasing the structural capacity. 

Keywords : stirrup partial-cutting NSM (SCNSM), CFRP plate, debonding problem, strengthening length 

1. 서 론

노후화된 콘크리트구조물의 보강공법으로서 가장 광범

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외부부착 공법 (externally bonded

reinforcement)은 콘크리트 면에 섬유시트 또는 FRP 플레

이트를 부착하여 구조물의 내하력을 증진시키는 보강방

법이다. 그러나 보강 후 외부하중에 대한 주요 파괴 메

커니즘으로서 극한하중 도달 전 보강재가 콘크리트로부

터 박리되는 휨 계면박리파괴, 단부로부터의 응력집중에

인한 단부박리파괴 등이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연구 및

보고되고 있다.
1,2)

 또한 보강 후 응력전달 과정 중 노출

된 FRP 보강재에 대해, 화재에 대한 위험성 및 충돌에

의한 물리적 손상 등에 의해 심각한 보강성능 저하를 가

져올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손상된

철근콘크리트구조물의 보강면에 일정한 크기의 홈을 형

성한 후 FRP 보강재를 콘크리트 표면에 삽입한 후 고강

도 에폭시 등의 매트릭스를 주입하여 양생함으로써, 구

조물과 일체 거동을 할 수 있는 보강공법인 표면매립공

법 (near surface mounted, 이하 NSM)이 새로운 대안으

로 제시되고 있다.
3,4)

 NSM 공법은 콘크리트 내부에 보

강재를 삽입함으로써 외부부착공법에서의 조기파괴와 외

부환경에 대한 손상의 가능성을 보다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강재윤 등
5)
은 NSM 보강공법에 대한 매개변수

해석을 수행하여 NSM 공법의 보강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매립깊이 및 배치간격의 범위를 연구하였다. 그러

나 기존의 NSM 공법은 콘크리트 피복부에 보강재를 삽

입하는 방법으로써 피복에 구조적 또는 재료적 손상이

일정상태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NSM 보강의 적용자체

가 어려울 수 있으며, 보강후에도 휨균열 등에 의하여

보강재가 피복부의 콘크리트를 물고 떨어지는 계면탈락

(teeth failure) 등의 조기파괴가 발생할 수 있다.
6)
 

이러한 기존 NSM 보강공법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

하여 본 연구에서는 주철근에는 손상을 입히지 않고 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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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된 전단철근 하부만을 보 길이방향으로 최소절단하여

표면매립보강재의 피복두께를 확보할 수 있는 스터럽 부

분절단형 표면매립공법인 SCNSM (stirrup partial-cutting

near surface mounted) 공법을 제안하였으며, 기존 NSM

보강공법과 제안된 SCNSM 보강공법의 구조적 효용성

을 실험적으로 비교, 검증하였다. 

2. 구조 실험

2.1 실험 개요

Reference 시험체는 무보강 기준시험체로서, 28일 압축

강도 30 MPa인 레디믹스트콘크리트와 탄성계수 200 GPa,

항복강도 350 MPa의 D10의 전단철근 및 D16의 인장철

근을 사용하여 보강설계 되었으며, 콘크리트 피복은 40 mm

이다. Fig. 1 및 Table 1은 CFRP 플레이트의 형상 및

기본물성치를 나타낸다. 삽입된 CFRP 플레이트와 모체

콘크리트의 일체 거동을 위한 시멘트계 에폭시 물성치는

Table 2에 소개되어 있다. 보강시공 순서는 우선 보강설계

된 보강면을 다이아몬드 커터로 변수별 목표깊이 (30  mm

for NSM, 50 mm for SCNSM)의 홈을 판 후, 시멘트계

에폭시로 일정부분 충전한다. 이후, 보강설계된 CFRP 플

레이트를 홈에 완전히 삽입한 후 다시 에폭시로 보강홈

을 압착시켜서 완전히 충전시키는 것으로 보강시공이 종

료된다. Blaschko
7)
에 의하면, 1~2 mm의 접착두께가 필요

하기 때문에 보강홈은 3 mm 두께의 커터로 균일하게 시

공하였으며, 시공 후 10일 동안 기건양생을 실시하였다.
8)

2.2 시험 변수 및 재하 방법

본 연구에서의 시험변수는 보강길이 (경간의 32%, 48%,

70%, 80%, 96%)와 CFRP 보강재의 개수, 보강형식 (NSM,

SCNSM)으로 적용하였다 (Table. 3). NSM과 SCNSM 시

험체의 보강재 유효깊이는 각각 382.5 mm, 362.5 mm이

며, 인장철근의 유효깊이는 342 mm이다. 2개의 보강재가

적용된 Type-2 시험체의 경우, 보강재의 간격은 62 mm

로 적용하였다 (Fig. 3).

조기파괴를 제외한 외부부착 보강된 철근콘크리트 보

의 파괴형태는 크게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 

1) FRP 파단전에 철근 항복 후 콘크리트 압괴

2) 콘크리트 압괴전에 철근 항복 후 FRP 파단 

3) 철근 항복전에 FRP 파단 후 콘크리트 압괴 

4) 철근 항복전 및 FRP 파단전에 콘크리트 압괴 

이 중 3)과 4)는 전형적인 과보강 상태의 취성파괴를

유발하며, 1)과 2)는 상대적으로 연성적인 파괴를 발생시

키게 된다. 이때 FRP의 파단보다는 콘크리트 압괴 파괴

가 덜 취성적이라는 점이 고려될 때 1)의 파괴형태가 보

다 바람직한 파괴형태라 할 수 있다. 보강된 콘크리트

Table 1 Properties of the CFRP plate

Tensile strength (MPa) Modulus of elasticity (GPa) Thickness (mm) Width (mm) Test standard

SK-CPS 0512 3.16 × 10
3

165 1.2 25 ASTM D 3039

Table 2 Properties of the matrix

Classification Unit Results Test standard

Specific gravity (epoxy resin) - 1.62 KS M ISO 2811-1

Specific gravity (hardener) - 1.66 KS M ISO 2811-1

Tensile strength MPa 25.7 KS M 3015

Compressive strength MPa 85.6 ASTM D 695

Compressive modulus of elasticity MPa 2.27 × 10
3

ASTM D 695

Fig. 1 The CFRP plate using in this study

Fig. 2 Strengthening proced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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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의 균형파괴는 압축철근의 영향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Fig. 4와 같이 철근 항복 후 콘크리트의 압괴와 FRP의

파단이 동시에 발생하는 것으로서 정의될 수 있다. 이때,

힘의 평형상태는 다음과 같다.

C = T1 + T2 (1a)

0.85fckk1ab = As fy + AFR P fFRP (1b)

따라서, 균형상태의 보강비는 식 (2)와 같이 정의될 수

있으며, 최대보강비는 ρfrp,b의 75%로 고려할 수 있다. 따

라서, CFRP 플레이트로 보강된 Type-1 및 Type-2 시험

체의 단면의 최대보강비는 0.0007로 산정되었다. 

(2)

여기서 εcu는 콘크리트의 최대 압축변형률 (= 0.003), εfrp

ρfrp b,

εcu

εcu εfrp+
----------------------

0.85fck k1

fFRP

-----------------------
ρsd

d1fFRP

---------------–=

Fig. 3 The details of strengthened cross-section

 
Table 3 Test specimens and variables

Specimens Reinforcing ratio Strengthening ratio Strengthening length

Reference
Ref-1 0.00464(2D16) -

-
Ref-2 0.00697(3D16) -

Type-1

NSM1-32

-
NSM(0.000314)

SCNSM(0.000331)

0.32L (864 mm)
SCNSM1-32

NSM1-48
0.48L (1,296 mm)

SCNSM1-48

NSM1-70
0.7L (1,896 mm)

SCNSM1-70

NSM1-80
0.8L (2,160 mm)

SCNSM1-80

NSM1-96
0.96L (2,592 mm)

SCNSM1-96

Type-2

NSM1-32

-
NSM(0.000627)

SCNSM(0.000662)

0.32L (864 mm)
SCNSM1-32

NSM1-48
0.48L (1,296 mm)

SCNSM1-48

NSM1-70
0.7L (1,896 mm)

SCNSM1-70

NSM1-80
0.8L (2,160 mm)

SCNSM1-80

NSM1-96
0.96L (2,592 mm)

SCNSM1-96

Fig. 4 Strain and forces relationship of strengthened rectangular

concrete beam at balanced 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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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CFRP 플레이트의 파단시 변형률 (= 0.019), d는 유효

깊이, d1은 CFRP 플레이트의 유효깊이 (mm), fck는 콘크

리트 압축강도 (MPa), fFRP는 CFRP 플레이트의 파괴강도

(MPa), k1은 등가압축블럭의 상관계수, ρs는 철근비이다.

시험체에 대한 가력은 Fig.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M

사의 250 kN 용량의 유압식 가력기를 통하여 4점 재하

방식으로 1 mm/min의 변위제어를 실시하였다. 휨 파괴

를 유도하기 위하여 a/d가 3.7이 되도록 가력점을 위치

시켰으며, 휨 재하 시험체의 구조거동을 분석하기 위하

여 주철근 및 CFRP 플레이트에 대해 각각 중앙지점과

1/4지점에 변형률게이지를 설치하였다. 또한 하중-처짐

영향을 비교분석하고자 보 중앙지점과 1/4지점에 총 3개

의 LVDT를 설치하였다. 

시험체 보강설계는 CFRP 플레이트 보강개수에 따라

NSM1과 NSM2로 나누어 설계되었으며, 스터럽 부분절

단 유무에 따라 NSM과 SCNSM 시험체로 구분하여 스

터럽 절단에 따른 영향을 비교분석하였다. 또한 NSM과

SCNSM 시험체의 구조거동을 직접적으로 비교하기 위하

여 보강재의 보강비는 동일하게 하고, 보강시공시 홈 깊

이의 영향을 고려하여 보강재의 높이만 5 mm의 근소한

차이를 보였다.

3. 실험 결과 및 분석

3.1 구조거동 분석

3.1.1 파괴모드 및 하중-변위 관계

본 논문에서 제안한 스터럽 절단형 SCNSM 공법을 기

존의 NSM 공법과의 비교를 통하여 휨 거동을 분석하였

다. Table 4에는 실험 결과를 정리하였으며, Fig. 6에는

NSM 시험체와 SCNSM 시험체의 하중-변위선도를 나타

내었다. Table 4에서의 이론적인 강도는 식 (3)과 (4)에

의하여 계산하였다. 

(3)Mn1 As fy d
As fy

1.7fckb
-----------------–

⎝ ⎠
⎛ ⎞=

Table 4 Summary of the test result of Type-1 and Type-2 specimens

Cracking loads 

(kN)

Yielding loads (kN) Peak loads (kN) Strain at peak loads (%) Strengthening

effect (%))Test Eq. 3 Test Eq. 4 CFRP Concrete

Ref-1 33 76.0 72.5 104.0 - - - -

NSM1-32L 35 103.5

-

114.0

125.2

0.68 −0.378 9.6

NSM1-48L 35 99.1 122.4 0.90 −0.442 17.7

NSM1-70L 29 105.4 136.7 0.79 −0.442 31.4

NSM1-80L 36 98.8 141.2 1.45 −0.429 35.8

NSM1-96L 32 - 129.3 1.35 −0.454 33.8

SCNSM1-32L 35 95.3

-

114.4

122.2

0.36 −0.350 10.0

SCNSM1-48L 32 91.7 104.2 0.24 −0.384 0.2

SCNSM1-70L 35 95.9 127.3 0.95 - 21.8

SCNSM1-80L 31 84.2 108.8 0.89 −0.372 4.6

SCNSM1-96L 33 - 118.7 0.74 −0.419 14.1

Ref-2 28 118.7 107.0 125.9 - - -

NSM2-32L 35 141.0

-

147.0

206.9

0.37 −0.283 16.9

NSM2-48L 32 152.6 185.1 0.91 −0.439 47.0

NSM2-70L 35 148.2 192.6 1.03 −0.352 53.0

NSM2-80L 35 134.0 173.2 0.71 - 37.6

NSM2-96L 36 - 191.8 0.88 −0.380 52.3

SCNSM2-32L 38 140.3

-

152.2

201.0

0.72 −0.358 16.8

SCNSM2-48L 35 127.8 150.2 0.67 −0.425 19.3

SCNSM2-70L 27 155.1 190.3 0.82 −0.478 53.0

SCNSM2-80L 26 139.3 189.4 1.09 −0.459 50.4

SCNSM2-96L 39 - 171.0 0.90 −0.302 52.2

Fig. 5 Test set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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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여기서 Mn1은 보강된 철근콘크리트 보의 철근 항복시

내력모멘트, Mn2는 보강된 철근콘크리트 보의 극한모멘

트, As는 인장철근의 단면적 (mm
2
), fy는 철근의 항복강

도 (MPa), d는 보단면의 유효깊이 (mm), AFRP는 보강된

CFRP 플레이트의 단면적 (mm), fck는 콘크리트 압축강

도 (MPa), fFRP는 CFRP 플레이트의 파괴강도 (MPa)

 모든 보강시험체는 최종파괴시 철근항복 후 콘크리트

압괴로 인한 파괴모드를 나타내었다. NSM과 SCNSM의

보강공법 모두 무보강 Reference 시험체보다 극한강도 측

면에서 우수한 보강 효과를 보였다. 보강길이별 극한강

도 분석 결과, 보강길이 0.70L까지는 전반적으로 극한강

도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0.80L과 0.96L의 경우

는 극한강도 저하현상이 발생하였다. 이는, 비교적 장지

간으로 보강된 CFRP 플레이트의 콘크리트 내부에서의

횡방향 국부좌굴현상이 발생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

었다. 이론적인 항복 및 파괴강도와의 비교에서도 NSM1

과 SCNSM1 계열의 항복강도는 이론값인 식 (3)의 극한

강도보다 작게 나타났으나, NSM2와 SCNSM2의 경우는

약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일 보강길이에 대한

극한강도의 영향은 NSM1 계열 시험체가 SCNSM1 계열

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오차범위 이내인 것

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해석 결과로서도 알 수 있듯이,

SCNSM 보강재의 유효깊이가 20 mm 작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해석값에 비해 약 3%~29% 낮은 극한

강도를 보이는 이유는, 보강면과 콘크리트 사이에서 국

부 부착파괴 및 휨 거동 시 CFRP 플레이트의 얇은 기

하학적 특성으로 인해 재료적 국부좌굴이 발생했을 것으

로 판단된다. 또한 SCNSM1 시험체를 제외하고 모든 보

강시험체는 보강길이가 길어질수록 극한강도 측면에서

수렴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NSM2와

SCNSM2의 경우에는, 모두 이론적인 파괴강도에는 도달

하지 못하였으며, 이는 보강재의 이론적인 극한강도가 발

휘되기 전에 콘크리트의 압축파괴가 지배적으로 발생했

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하중-처짐관계의 기울기를 강성으로 정의할 때 균열하

중까지의 강성은 보강유무에 큰 영향이 없었으나, 균열

하중 이후의 강성은 보강시험체가 다소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Fig. 7은 SCNSM1 시험체의 중앙부 보강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임의로 파단하여 관찰한 것으로서, 보강

에 의한 주 인장철근과 전단철근의 이상변형은 없는 것

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보강홈 커팅부에서의 콘크리트와

에폭시 충전재 간의 계면 탈락 현상은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나 일부 시험체에서 최대하중 도달 후 Figs. 8 및 9

와 같이 보강재의 국부 좌굴 또는 CFRP 플레이트의 국

Mn2 As fy d
As fy AFRP fFRP+

1.7fck b
-----------------------------------------–

⎝ ⎠
⎛ ⎞=

Fig. 6 Load-deflection relationship

Fig. 7 Details of cutting cross-section of SCNSM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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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쪼개짐에 의하여 보강재가 비틀리는 현상이 나타났다.

그러나, 이 현상은 보강재의 박리에 기인한 것이라기보

다는 CFRP 플레이트가 높이에 비하여 상당히 얇은 두

께를 갖고있기 때문에 국부적인 인장응력차에 의해 발생

한 현상으로 판단된다. 

보강성능 측면에서 NSM2와 SCNSM2 시험체 중 보강

길이가 0.32L인 시험체가 약 17%의 보강성능을 발휘한

반면, 보강길이가 0.7L 이상으로 보강할 경우, 약 50%

이상의 내하력 증진효과를 보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3.1.2 보강길이별 보강재의 변형률

Fig. 10은 NSM1 시험체의 하중-CFRP 플레이트의 중

앙경간 변형률을 나타낸 그래프로서, 보강길이가 0.32L

과 0.48L의 시험체는 다른 시험체보다 변형률이 낮게 나

타났는데 이는 충분한 보강길이의 미확보로 인하여 단부의

응력집중을 받아 콘크리트 모체와의 응력전달이 조기에

중단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극한하중 도달 시 보강면

내부에서의 조기계면박리 파괴가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

며, 파단면 분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Type-2

시험체는 보강길이가 짧은 0.32L과 0.48L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시험체의 보강재가 콘크리트와 일체거동을 한

것으로 판단되며, 최대하중에서도 0.7L 이상에서는 크게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모든 시험체가 극한

상태에 도달함에도 불구하고 CFRP 플레이트의 파단은

발생하지 않았으며, 이는 보강시험체가 휨 거동 시 보강

재의 극한변형률에 도달하기 전에 보강재와 콘크리트 사

이의 부착파괴가 발생하거나 콘크리트 압축파괴가 발생

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Fig. 8 Local rupture of CFRP plate

Fig. 9 Local buckling of CFRP plate

Fig. 10 Load-strain relationship of CFRP pl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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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은 보강길이-극한하중에서의 CFRP 플레이트 단

부에서의 변형률을 나타낸 그래프로서, 중앙부 변형률의

경향과 마찬가지로, 0.7L 이상에서 보강단부의 응력집중

이 미미한 값으로 수렴하는 경향을 알 수 있다. 또한,

SCNSM2 시험체들은 단부응력 집중현상이 거의 없는 것

으로 나타나 보강면 전부분에 걸쳐 효율적인 응력전달을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NSM1-0.32L 시험체를 제외

하고는 모든 시험체가 파괴시까지 계면탈락 파괴는 발생

하지 않았으며, 0.7L 보강길이를 기준으로 변형률 거동의

변곡점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0.7L 이상에서

CFRP 플레이트의 변형률이 수렴성을 보이는 것으로 판

단되어, 본 연구에서는 0.7L이 보강길이에 대한 구조적

효율성의 기준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Fig. 12는 보강길이에 따른 중앙경간의 CFRP 플레이

트의 변형률을 나타낸 것으로서 보강재 성능발휘 정도를

확인할 수 있다. 보강길이가 0.32L인 경우 중앙부 변형

률이 다른 시험변수들에 비하여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0.7L 이상의 보강길이일 때는 변형률이 수렴성

을 나타냄으로서 0.7L의 보강길이가 휨 응력에 대한 합

리적인 보강길이로 분석되었다. 

3.2 보강형식별 파괴모드 분석

Figs. 13과 14는 Type-1과 Type-2에 대한 보강형식별

파괴모드를 비교한 그림이다. 총 5개의 보강길이별 시험

변수 중, 조기파괴를 나타내었던 0.32L, 합리적 보강길이

의 변곡점을 나타낸 0.7L, 그리고 전 지간에 근접하게 보

강된 0.96L의 시험체를 비교분석하였다. 모든 보강시험

체에 경우, 하중이 증가함에 따라 보강면을 관통하는 관

통균열이 지배적으로 발생하였으며, 최종파괴 이후 보강

면을 따르는 계면균열이 다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Type-2 시험체의 경우, Type-1 시험체에 비해 전반적인

극한하중이 다소 낮은 경향을 나타내었다. 이는 스터럽

절단면까지 보강된 Type-2 시험체가 피복두께 내에 보강

된 Type-1 보강재에 비해 휨 거동에 따른 유효깊이가 비

교적 작았던 이유로 판단된다. 또한 NSM2-0.32L 시험체

의 경우, 파괴에 임박함에 따라 휨 곡률의 증가로 인한

보강재 끝단에서 탈락파괴가 발생하였다. 이는 보강재의

충분한 보강길이 미확보로 인하여 휨 곡률에 대한 저항

성이 다소 부족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Figs. 15와 16은 Type 1과 Type 2의 경간위치에 따른

시험체의 처짐을 나타낸 것으로서, a 지점은 중앙경간의

위치를 나타내며, b와 c지점은 시험체 지간의 각각 좌측

및 우측 1/4지점을 나타낸다. 보강형식에 관계없이 NSM

및 SCNSM 보강시험체는 극한하중에서의 처짐량이 유

사하게 나타났으며, NSM 시험체와 SCNSM 시험체의 처

짐량을 비교하였을 때 스터럽 절단으로 인한 처짐량의

급격한 변화는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반하여

보강길이에 따라서는 보강길이가 상대적으로 작은 시험

체들의 경우에는 b 지점에서 처짐의 변곡점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보강길이가 증가할수록 이러한 현

상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NSM2 계열의

0.32L 시험체는 보강길이의 부족으로 인한 처짐의 변화

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4. 결 론

1) 기존 NSM 공법과 스터럽 부분절단형 SCNSM 공

법의 구조거동을 비교 분석한 결과, 기존의 NSM

공법을 이용한 현장적용시 적정 피복두께의 미확보

로 인해, 불가피하게 스터럽 절단이 필요한 현장여

건에서 스터럽 부분절단으로 인한 SCNSM 보강공

법은 기존 NSM 보강성능 대비 조기파괴 및 극한

하중 저하 등의 상대적인 구조적 취약성은 없는 것

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안된 SCNSM

보강공법은 노후화된 콘크리트구조물에 대한 보강

공법으로서 유효하게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된다.

2) 보강량에 변수를 둔 Type-1과 Type-2 시험체의 최

대하중을 비교한 결과 보강량을 2배로 한 Type-2의

휨 보강성능 증가폭이 Type-1 시험체보다 뛰어난 것

Fig. 11 Maximum strain of CFRP plate at the end of strengthening

section

Fig. 12 Ultimate strain of CFRP plate according to variable

strengthening length at mids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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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실제 보강시공 시 2가닥 이

상 보강되는 현장시공 측면에서 보면, 다수의 CFRP

플레이트로 보강된 구조물에 대한 충분한 보강성능

발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필요한 목표

강도의 변화에 따른 보강량의 증가가 필요한 경우,

불필요한 추가적인 홈커팅 작업 없이 보강깊이 내

에 편리하게 보강량을 추가시킬 수 있음으로써, 시

공효율적인 휨 보강성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3) 본 연구의 시험체는 이론적인 최대보강비 조건을

만족하도록 설계되었으나, 시험결과 압괴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NSM 및 SCNSM 모두 보강길이가

Fig. 13 Mode of failure for Type-1 specimens

Fig. 14 Mode of failure for Type-2 specimens

Fig. 15 Deflection behavior of Type-1 specimens Fig. 16 Deflection behavior of Type-2 specim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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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간의 70% 이상일 때에는 충분한 부착강도를 발

휘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보다 정확한 설계를 위

해서는 부착강도와 최적 부착길이에 대한 이론적인

평가가 필요하며, 최대보강비에 대한 추가적인 실

험적·해석적 평가가 추가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것

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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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fiber reinforced polymer (FRP)를 적용한 near surface mounted (NSM) 보강공법은 열화된 콘크리트구조

물에 대해 유지관리 측면에서 활발하게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기존 NSM 보강공법은 보강깊이가 부족한 콘크리트구

조물에 대해서는 그 적용함에 있어 다소 제약이 있어왔으며 또한 비교적 얇게 보강된 특성으로 인하여 공용 시 부착특

성에 대한 우려도 함께 부각되어 왔다. 이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본 연구에서는 스터럽 부분절단형 NSM 공법 (이하

SCNSM 공법)을 개발하여 노후화된 콘크리트구조물의 보강성능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본 공법은 기존 NSM 보강공법

적용 시 보강깊이 확보가 어려운 노후화된 콘크리트구조물의 성능향상에 적합한 공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새로 개발된

SCNSM 보강공법의 휨 성능을 검증하고자 휨 실험을 수행하였으며, 이를 기존 NSM 보강공법이 적용된 휨구조물과 비

교분석하였다. 시험변수로는 보강길이 (순지간의 32%, 48%, 70%, 80%, 96%)를 적용하였으며, 하중-변위관계, 변형률관

계 등이 분석되었다. 시험 결과, SCNSM 보강시험체는 기존 NSM 보강시험체와 유사한 극한하중 및 구조거동을 나타

내었으며, 특히, 하부 스터럽 부분절단에 따른 구조적 취약성은 확인되지 않았다. 따라서, SCNSM 보강공법은 노후화된

콘크리트구조물의 내하력 증진을 위한 보강 시 피복두께가 확보됨의 유무에 따른 제약을 받지 않는 효과적인 보강공법

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핵심용어 : 스터럽 부분절단형 SCNSM 공법, CFRP 플레이트, 비부착, 보강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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