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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면매입 및 외부부착 탄소섬유판으로 보강된 RC보의 휨 거동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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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flexural strengthening effectiveness for the beams combined

reinforced with NSM CFRP strips and EBR CFRP strips. To accomplish this objective, a total of nine concrete T beams were

tested. From this study, it is found that the flexural stiffness and strength of the beams combined reinforced with NSM and

EBR strips were significantly improved compared to the beams strengthened only with NSM CFRP strip. The maximum

increase of flexural strength was 347% compared to the beam without CFRP strip. Failure of the beam combined reinforced

with NSM and EBR strips (T shape) is initiated by debonding of EBR strips attached on the bottom face, and it was

succeeded a part of separatio-n of NSM strips along the longitudinal direction and secondly failure of NSM strips was

occurred, eventually sudden explosive failure with the separation of concrete cover in the shear region. This result shows that

the NSM and EBR strips have good combination to resist applied load and the combined reinforcement with NSM and EBR

strips can redistribute appropriately the total stress subjected concrete beam to the EBR and NSM strips. 

Keywords : near surface mounted, exterior bonded reinforcement, load-displacement behavior, failure modes

1. 서 론

탄소섬유판 (carbon fiber reinforced plastic, CFRP strips)

을 철근콘크리트구조물의 표면에 부착하는 보강방식은

그 시공성능 및 제반 역학적 성능이 우수하여 구조물의

보강에 매우 효과적인 방법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콘크

리트구조물의 휨 및 전단 보강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탄소섬유판으로 외부 부착 보강된 콘크리트 부재

는 일반적으로 계면 부착 파괴로 인한 탄소섬유판의 탈

락 및 콘크리트 피복탈락으로 인한 파괴가 발생한다.

따라서 탄소섬유판과 콘크리트 부재와의 합성거동을

유도할 수 없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고, 탄소섬유판의

효용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탄소섬유판을 표면에 매입하

는 공법 (near surface mounted, NSM)이 최근 들어 소

개되고 있다. 이 공법은 콘크리트구조물 보강 시 표면처

리가 필요 없어 시공성이 우수하며, 탄소섬유판이 콘크

리트 속에 매입되어 화재, 외부 및 기계적인 손상을 방

지할 수 있는 등의 장점 등으로 인하여, 매우 좋은 콘크

리트구조물 보강 방법으로 인식되고 있다.
1)
 최근 들어

탄소섬유판이 표면에 매입된 (NSM) 철근콘크리트 부재

에 대한 휨, 전단거동, 부착기구 등에 관한 다양한 실험

연구가 수행되고 있으며,
2-6) 
특히 위 부재의 파괴거동 및

설계 기준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가 유럽을 중심으로 활

발하게 수행되고 있다.
7-13)

 연구 결과, 탄소섬유판 표면

매입으로 보강된 철근콘크리트 부재는 탄소 섬유판과 콘

크리트 구조체의 합성 거동이 유도되어 휨 및 전단 강

성 등의 역학적 성능을 현저하게 개선되고, 매우 경제적

이며, 효율적인 보강 방법으로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위

보강방식은 탄소 섬유를 수직으로 콘크리트 하단부에 매

입하기 때문에 기존 콘크리트 부재의 인장철근 및 전단

철근으로 인한 콘크리트 피복두께에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섬유판 매입 면적이 적어 보강 효과를

혁신적으로 개선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탄소섬유판 표면 매입 (NSM) 공법 및

외부 부착 (EBR)공법의 장점을 활용하기 위하여, 새로운

형상의 탄소섬유판을 제작하여 실험을 수행하였으며, 탄

소섬유판 표면 매입 및 외부 부착이 혼합된 보강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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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휨 거동 분석 및 휨 보강 효과를 구명하였다. 이를

위하여, 탄소섬유판이 표면 매입된 철근콘크리트 부재 및

탄소섬유판 표면 매입 및 외부 부착이 혼합된 보강 방

식의 철근콘크리트 부재에 대한 실험을 수행하였다.

2. NSM 및 EBR 탄소섬유판으로 보강된 철근콘

크리트 부재의 실험

2.1 실험 부재

본 연구에서는 길이 3,000 mm, 플랜지폭 300 mm, 웨

브폭 150 mm 및 높이 300 mm의 T형보 9개를 제작하여

실험을 수행하였다. 사용된 콘크리트는 28일 압축강도가

45 MPa 발현될 수 있도록 배합설계 되었으며, 표면매입

(NSM) 탄소섬유의 매입 간격 및 매입개수, 외부부착

(EBR) 탄소섬유판의 부착개수 및 부착면적이 주된 실험

변수로 채택 되었다. 본 실험에서는 표면매입 탄소섬유

판의 보강 효과를 구명하기 위하여, 탄소섬유판을 부재

하단부에 수직으로 25 mm 깊이로 매입하였으며 (BN1-

NO, BN2-NO, BN3-NO), 매입길이는 지간의 90%인

2,430 mm로 전 부재에 동일하게 매입하였다. 또한 매입

개수를 달리하여 매입 보강량 및 보강간격에 따른 휨거

동 특성을 구명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전술한 바와 같이, 탄소섬유판 표면 매

입 및 외부 부착이 혼합된 보강 방식의 휨 거동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NSM 및 EBR CFRP strips으로 구성된

T자 형태의 탄소섬유판을 제작하여 부재에 매입·부착 하

였으며 (BN1-25, BN2-25, BN3-25, BN1-50, BN2-50), 하

단부 EBR 섬유판의 폭을 25 mm 및 50 mm로 달리하여

EBR 섬유판과 NSM 섬유판의 상호 혼합 방식에 따른

보강 효과 및 표면부착 탄소판 탈락 억제 효과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Table 1은 본 실험에서 채택한 실험

시편의 종류와 실험 변수를 나타낸 것이다. 

본 실험에서 사용된 탄소섬유판은 유럽 등지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두께 1.2 mm 폭 50 mm의 S사 탄소섬유

판이며, Table 2는 탄소섬유판의 재료물성 및 인장강도

를 나타낸 것이다. 

본 실험에서 사용된 인장철근은 2D13 및 D16 (SD400)

이며, 지간 중심에서의 휨 파괴를 유도하기 위하여, 또

한 노후 교량의 주인장 철근이 부식된 현장 상황을 모

식하기 위하여, 지간 중심에서 양 방향으로 100 mm 떨

어진 위치에서 인장철근 D16을 수직으로 꺾어 배근 하

였다. 또한 상부 플랜지의 압축파괴를 방지하기 위하여

직경 3 mm의 와이어 와이어매쉬를 설치하였고, 보의 전

단 파괴를 방지하기 위하여 D13 철근을 100 mm 간격으

로 배근하였다. Fig. 1은 본 실험에서 사용된 실험부재의

배근도를 각각 나타낸 것이다. 

2.2 표면매입 및 외부부착 탄소섬유판의 설치

탄소섬유판을 표면에 매입하기 위하여, 핸드 그라인더

를 사용하여 부재 하단부 콘크리트 피복 부위에 부재 길

이 방향으로 깊이 30 mm의 홈 (groove)을 절취 하였다. 

Fig. 2는 NSM 및 EBR 보강 시스템을 위한 홈의 위치,

간격 및 크기 등을 나타낸 것이다. 1개의 탄소판이 부재

길이 방향으로 중심부에 매입 된 부재 (BN1-NO, BN1-25,

BN1-50)의 경우, 매입 홈은 부재 하단 중심부에 길이 방

향으로 폭 6.5 mm, 깊이 30 mm로 설치되었으며, BN2-NO,

BN2-25 및 BN3-25 부재에서는 서로 간의 중심 간격이

75 mm 그리고 BN3-NO 및 BN3-25 부재에서는 38 mm 간

격으로 설치되었다. 탄소섬유판을 매입하기 위하여, 먼저

수동 에폭시건 (epoxy gun)을 이용하여 에폭시레진을 홈

에 충전하였으며, 탄소섬유판을 이 홈에 매입하였다. 에

폭시레진은 스위스 S사 제품을 사용하였으며, 에폭시와

Table 1 Test specimens and test variables 

Specimens
Strengthening

system

NSM strips EBR strips

Number
Spacing

(mm)
Number

Spacing

(mm)

Contol - - - -

BN1-NO NSM 1 - -

BN2-NO NSM 2 75 - -

BN3-NO NSM 3 38 - -

BN1-25 NSM+EBR 1 - 1 -

BN2-25 NSM+EBR 2 75 2 75

BN3-25 NSM+EBR 3 38 3 38

BN1-50 NSM+EBR 1 - 1 -

BN2-50 NSM+EBR 2 75 2 75

Table 2 Characteristics of used CFRP

Density
Tensile strength

(N/mm
2
)

Modulus of elasticity

(N/mm
2
)

Elongation at

break (‰)

1.6 2,800 165,000 16.9

Fig. 1 Reinforcement details for test specim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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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화제를 2 : 1로 배합하여 사용하였다. 사용 에폭시레진

의 압축강도는 71.7 MPa, 인장강도 48 MPa 그리고 탄성

계수는 1,200 MPa이다. 

이 실험에서는 표면매입 및 외부부착 CFRP strip으로

구성된 T자 형태의 탄소섬유판을 제작하여 부재에 매입

하였다. 전술한 바와 같이, 표면매입 및 외부부착 CFRP

strip의 상호 구속효과를 극대화하여 표면부착 탄소판 탈

락 억제 및 균등한 하중 저항 효과를 유도하기 위하여

에폭시로 접합된 T자 형태의 탄소섬유판이 제작되었으

며, 에폭시레진이 홈에 충전되고, 표면에 도포된 이후 위

섬유판을 매입 부착하였다. 

 

2.3 실험 방법

본 실험에서는 500 kN 용량의 유압 액츄에이터 (hydraulic

actuator)를 사용하여 3점 재하방식으로 하중을 단계적으

로 재하하였으며 (Fig. 3), 각 실험 부재에는 변위계 (LVDT),

콘크리트 스트레인게이지, 철근 스트레인게이지, 탄소섬

유판 변형률게이지 및 다이얼게이지를 부착하여 변형률

및 변위 등을 분석하였다. 특히 표면매입 및 외부부착

섬유판의 변형률을 측정하기 위하여, 지간의 중심부 및 중

심부에서 양 방향으로 450 mm 떨어진 위치에 변형률게이

지를 부착하였다. 설치된 탄소섬유판의 형상 및 부착 센서

는 Figs. 4~6에 도시한 바와 같다. 위 측정값은 Data Aquisition

Software를 통해 처리 분석되었다. 

3. 실험 결과 및 고찰

3.1 표면매입 탄소섬유판 보강보의 휨 거동

 Fig. 7은 표면매입 탄소섬유판이 보강된 철근콘크리

트 보의 하중-처짐 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탄소섬유판이

매입 보강된 철근콘크리트 보는 초기 균열이 발생하기

이전까지는 보강되지 않은 보와 거의 일치하는 하중-처Fig. 3 Test setup

Fig. 2 Groove dimensions for various NSM and EBR CFRP

strengthening system

Fig. 4 CFRP strip configuration and sensors for BN*-NO

series

Fig. 5 CFRP strip configuration and sensors for BN*-25 series

Fig. 6 CFRP strip configuration and sensors for BN*-50 series



604│한국콘크리트학회 논문집 제20권 제5호 (2008)

짐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하중이 증가하여 탄성

구간을 넘어섬에 따라 표면 매입 섬유판으로 보강된 부

재는 매입되지 않은 콘크리트 부재에 비하여 휨강성이

현저하게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증가폭은 보

강되지 않은 부재의 약 3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3는 표면 매입탄소섬유판으로 보강된 철근콘크

리트 보의 균열 및 극한강도를 나타낸 것으로며, 균열강

도는 초기균열이 발생한 시점의 강도로 정의하였다. 이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섬유판으로 보강되지 않은 보에

비하여 극한강도가 크게 증진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는 표면 매입 탄소섬유판의 하중 저항 능력이 우수함

을 입증하고 있다. 표면매입 탄소섬유판 콘크리트 보의

휨강도는 표면 매입탄소판의 매입 면적이 증가할수록, 또

한 매입 간격이 적을수록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최대 휨

강도 증진율은 BN1-NO, BN2-NO, BN3-NO 부재의 경우,

기준 보에 비하여 각각 192%, 214% 및 247%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매입된 탄소섬유판은 기존 콘크리트

부재와 합성거동을 유도하여, 외부 부착 (EBR) 탄소섬유

판 보강보의 경우보다 높은 강도 증진율을 나타내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Figs. 8~11은 기준보 (control) 및 표면매입 탄소섬유판

보강보 (BN1-NO, BN2-NO, BN3-NO)의 파괴양상을 나

타낸 것이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표면 매입 섬유

판보강 콘크리트는 매입 탄소섬유판의 인장파괴로 인하

여 시작되며, 매우 취성적인 파괴양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Fig. 9는 탄소섬유판이 부재 길이 방향의 중심부에 매

입된 부재 (BN1-NO)의 파괴양상을 도시한 것으로서, 보

에 매입된 탄소섬유판은 철근콘크리트 부재와 합성거동

을 일으키면서 섬유판의 인장파괴가 유도되며, 매우 점

진적인 파괴가 발생되었다. 탄소섬유판은 하중이 증가함

에 따라 섬유 결 방향으로 분리되기 시작하였으며, 극한

상태에 도달하면서 매입 탄소섬유판의 모든 섬유 소선이

풀리는 완전한 분리 양상을 나타내고 있으며, 위 탄소섬

유판의 극한변형률은 22,067으로 측정되었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표면 매입탄소섬유판은 철근콘크

리트 부재와 합성거동을 유도하며, 매입 탄소섬유판의 보

강 효율이 매우 좋은 것으로 평가된다. Fig. 10은 섬유판

이 75 mm 간격으로 2줄 매입된 부재 (BN2-NO)의 파괴

양상을 도시한 것으로서, 위 부재의 파괴는 탄소섬유판

의 파괴로 시작되며, 탄소섬유판은 섬유 결 방향으로 분

리되기 시작하다가 섬유가 단계적으로 파괴되는 양상으

로 나타났다. 탄소섬유판 파괴는 먼저 섬유결 방향으로

Fig. 7 Load-deflection curves of BN*-NO beam series

Table 3 Summary of test results

Specimen

 ID

Cracking Ultimate Increase 

ratio*

(%)

P
cr

(kN)

δ
cr

(mm)

P
u

(kN)

δ
u

(mm)

Control 20 2 50.29 45 -

BN1-NO 20 3 96.92 63 192

BN2-NO 20 2 107.9 49 214

BN3-NO 30 3 124.3 35 247

BN1-25 20 3 101.5 28 201

BN2-25 30 3 133.1 25 264

BN3-25 30 3 175 26 347

BN1-50 30 3 128.3 17 255

BN2-50 50 5 157.2 29 312

* Ultimate strength of BN
*

-
*

/ultimate strength of control

Fig. 8 Failure mode for the beam of control

Fig. 9 Failure mode for the beam of BN1-NO

Fig. 10 Failure mode for the beam of BN2-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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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게 분리되기 시작하였고, 이때 하중은 급격하게 소실

되었으나 어느 정도의 하중을 회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중이 증가하면서 탄소섬유판 2차 파괴가 유도되고, 이

때 부재의 지지능력은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섬유판이

보강되지 않은 철근콘크리트보 (control)의 항복강도에 이

르는 것으로 실험 결과 나타났다. Fig. 11은 매입 탄소섬

유판이 38 mm 간격으로 3줄 매입된 부재 (BN3-NO)의

파괴양상을 도시하고 있다. 실험 결과, 이 보는 다른 보

에 비해 선형 구간이 크게 확대 되며, 휨 강성 또한 현

저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매입 탄소섬유

보강 면적이 많아 탄소섬유판의 지지효과가 매우 크기

때문이다. 그림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부재는 초기

균열 및 휨 균열이 발생한 이후 하중이 증가하면서 탄

소섬유판의 휨 보강 효과는 매우 크게 나타나, 전단균열

이 발생하기 시작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전단구간의 급격

한 피복탈락이 발생하면서 취성파괴가 유도되었다. 또한

탄소섬유판으로 매입된 철근콘크리트 부재는 보강되지

않은 보에 비해 처짐 및 균열 폭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

으며, 균열발생이 지연 되는 효과가 관찰되고 미세균열

이 전 지간에 균등하게 분포되었다. 이것은 섬유판과 콘

크리트의 부착효과로 인한 합성거동에 기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Fig. 12는 표면 탄소섬유판이 매입 보강된 철근콘크리

트보의 탄소섬유판의 인장 변형률을 도시한 것이다. 그

림에 나타난 바와 같이, 초기균열이 발생한 이후 인장변

형률은 현저하게 증가하며, 그 최대 극한변형률은 BN1-

NO, BN2-NO, BN3-NO 부재의 경우 각각 2.2%, 1.05%

및 1.01%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매입 섬유판의 측면부

콘크리트 피복이 충분히 확보된 경우에는 (BN1-NO), 탄

소섬유판의 섬유소선이 분리되면서 부재는 연성파괴가

유도되었다. 이는 탄소섬유판 측면 피복두께가 충분하여

측면부 콘크리트 피복이 탄소섬유판을 구속하여 탄소섬

유판과 콘크리트의 합성거동을 유도하고 있기 때문인 것

으로 사료된다. 

3.2 표면매입 및 표면부착 탄소섬유판 보강보의 휨 거동

Figs. 13~15는 표면매입 및 표면부착 탄소섬유판이 혼

합된 T형상의 탄소섬유판이 보강된 철근콘크리트 부재

의 하중-처짐 관계 특성을 도시한 것이다. Fig. 13은 섬

유판이 부재 길이 방향의 중심부에 1줄 매입되고, 폭 25

mm 및 50 mm 섬유판이 표면에 부착된 철근콘크리트

부재 (BN1-NO, BN1-25 및 BN1-50)의 하중-처짐 특성을

보여 주고 있다. 그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위 T형상의

탄소섬유판이 보강된 부재는 섬유판이 매입 보강 콘크리

트보 (BN1-NO)에 비해 휨 강성이 현저하게 증가하고 있

으며, 보의 처짐 및 균열 폭이 매입 보강보에 비해 현저

하게 감소되고 또한 균열발생을 억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Figs. 14~15는 매입섬유판 간격이 75 mm (BN2-NO, BN2-

25 및 BN2-50) 및 38 mm (BN3-NO, BN3-25)인 부재 시리

즈의 하중-처짐 곡선의 특성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이는

Fig. 11 Failure mode for the beam of BN3-NO

Fig. 12 Load-strain relationship at midpoint

Fig. 13 Load-deflection curve for the BN1-* beam series

Fig. 14 Load-deflection curves for the BN2-* beam se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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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1-
*

 series와 거의 유사한 거동을 나타내고 있으나,

BN1-
*

 series 보에 비하여 휨 강성이 크게 증진되고 있

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표면매입 및 표면

부착 탄소 섬유판이 결합한 T형 탄소섬유판은 보강량의

증가 뿐 아니라 서로의 구속 효과가 뛰어나 탄소섬유판

만 매입된 그것보다 탄성계수 및 초기강성이 증진되며,

하중의 고른 부담으로 인하여 하중저항 능력이 크게 개

선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탄소섬유판이 부재 중심에

매입되고, 폭 25 mm 및 50 mm 섬유판이 표면에 부착된

철근콘크리트 부재 (BN1-NO, BN1-25 및 BN1-50)의 최

대 휨강도 증진율은 기준보에 비하여 각각 192%, 201%

및 255%로 나타났으며, 또한 탄소섬유판이 35 mm 간격

으로 매입되고, 콘크리트 하단 표면에 섬유판이 부착된

부재 (BN2-NO, BN2-25 및 BN2-50)의 경우에는 그 증

진율이 214%, 264% 및 312%로 나타났다. 그리고 매입

섬유판이 38 mm로 보강된 경우 (BN3-25) 휨강도는 다른

부재 시리즈에 비해 현저하게 증가하며 그 최대 증가폭

은 기준 보에 비해 34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s. 16~17은 탄소섬유판이 부재 길이 방향의 중심부

에 매입되고, 폭 25 mm 및 50 mm 섬유판이 표면에 부

착된 철근콘크리트 부재 (BN1-25 및 BN1-50)의 파괴양

상을 도시하고 있다. 표면매입 및 표면부착 탄소섬유판

이 함께 보강된 철근콘크리트 부재의 파괴는 표면부착

탄소섬유판의 부착 탈락으로 시작되며, 그 이후 매입된

섬유판이 이를 지지하면서 최종적으로 매입 섬유판의 파

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입 탄소 섬유판의 파괴

는 먼저 섬유 결 방향으로 분리되기 시작하다가 섬유가

1차 파괴되어 하중이 급격하게 소실되며, 하중이 증가하

면서 탄소섬유판 2차 파괴가 유도되었다. 이때 부재의

지지능력은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섬유판이 보강되지 않

은 철근콘크리트보 (control beam)의 항복강도에 이르는

것으로 실험 결과 나타났다. 그림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매입섬유판 보강 부재 (BN1-NO)에 비해 균열폭이

크게 감소하며, 그 균열은 부재 전체에 고른 분포 양상

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매입 및 부착 섬유판이

그 상호 구속 작용으로 인하여 부재의 사용성 및 역학

적 강성이 현저하게 개선하게 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Figs. 18~20은 매입섬유판이 75 mm 및 38 mm의 간격

Fig. 15 Load-deflection curves for the BN3-* beam series

Fig. 16 Failure mode for the beam of BN1-25

Fig. 17 Failure mode for the beam of BN1-50

Fig. 18 Failure mode for the beam of BN2-25

Fig. 19 Failure mode for the beam of BN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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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매입되고, 폭 25 mm 및 50 mm 섬유판이 표면에 부

착된 철근콘크리트 부재 (BN2-25, BN2-50, BN3-25)의

파괴양상을 도시하고 있다. 그림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위 부재는 하중이 증가하면서, 휨 균열이 발생하

고 그 이후 탄소섬유판의 하중 저항 효과 때문에 미세

균열이 부재 전반에 고르게 분포되며, 처짐 및 균열 폭

이 크게 감소되고 균열의 발생이 억제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위 부재의 파괴 또한 BN1-
*

 부재 시리즈와 마찬

가지로 표면부착 탄소섬유판의 부착 탈락으로 시작되며,

그 이후 매입된 섬유판이 이를 지지하면서 최종적으로

매입 섬유판의 파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매

입 섬유판 및 부착섬유판의 면적이 충분한 위 부재에서

는 휨 저항 능력이 뛰어나 휨 균열이 어느 정도 발생한

이후 이 균열은 확대되지 않았으며, 다음으로 전단균열

이 발생하고, 매입된 탄소 섬유판이 파괴되면서 최종적

으로 전단영역의 콘크리트 피복이 급격하게 탈락하는 취

성파괴가 나타났다. 이러한 파괴 결과로부터, 표면매입

탄소섬유판 및 표면부착 탄소섬유판이 혼합된 T 형상의

탄소섬유판은 철근콘크리트 부재의 극한 강성을 현저하

게 개선하며, 노후 구조물 휨 보강에 효과적인 방법임을

확인할 수 있다.

Table 4 및 Figs. 21, 22는 매입 탄소섬유판 및 부착 섬

유판의 인장 변형률을 나타낸 것이다. 이 표 및 그림에

서 알 수 있듯이, 탄소섬유판은 초기균열이 발생한 이후

현저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입된 탄소섬유판

의 극한변형률은 부재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8,600 µε에서 22,000 µε의 범주로 나타났으며, 표면부착

섬유판 극한변형률 역시 7,000 µε에서 9,000 µε 범주에

있어 외부 부착 만으로 보강된 철근콘크리트 보의 경우

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어, 표면매입 탄소섬유판 및 표면

부착 탄소섬유판이 함께 보강된 T 형상의 탄소섬유판은

하중에 대한 지지능력을 증가시키고, 응력 분배를 효과

적으로 부담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탄소섬유판 표면매입 공법 및 외부부착

공법의 장점을 활용하기 위하여, 새로운 형상의 탄소섬

유판을 제작하여 실험을 수행하였으며, 탄소섬유판 표면

매입 및 외부 부착이 혼합된 보강 방식의 휨 거동 효과

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탄소섬유판이 표면 매입된

철근콘크리트 부재 및 탄소섬유판 표면 매입 및 외부 부

착이 혼합된 보강 방식의 철근콘크리트 부재에 대한 실

험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Fig. 20 Failure mode for the beam of BN3-25

Table 4 Summary of mesured strains in NSM and EBR strips

Specimen 

ID

NSM strips Bottom strips

Yielding Ultimate Yielding Ultimate

Mid 1/3 Mid 1/3 Mid 1/3 Mid 1/3

Control - - - - - - - -

BN1-NO 3611 1501 22067 10096 - - - -

BN2-NO 5071 1169 10529 9611 - - - -

BN3-NO 6455 1339 10134 8565 - - - -

BN1-25 2944 3555 9803 10542 930 868 5925 7028

BN2-25 4088 1119 11664 11049 4354 1104 8944 -

BN3-25 5608 1697 7307 3299 5880 1859 7173 3575

BN1-50 2596 194 8780 4476 2371 524 5145 1272

BN2-50 4751 1537 8230 4243 5427 1539 7892 4783

Fig. 21 Strains of NSM strips for test specimens

Fig. 22 Strains of EBR strips for test specim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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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표면매입 탄소섬유판으로 보강된 철근콘크리트 보

의 휨 강성 및 극한강도는 섬유판으로 보강되지 않

은 보에 비하여 크게 증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최대 증가율은 보강되지 않은 부재의 경우보다 약

247%로 나타났다.

2) 표면 매입탄소섬유판으로 보강된 철근콘크리트 보

의 파괴는 매입 탄소섬유판이 섬유 결 방향으로 분

리되기 시작하다가 매입 섬유판이 단계적으로 파괴

되는 양상으로 나타났다. 부재 길이 방향의 중심부

에 매입된 탄소섬유판은 철근콘크리트 부재와 합성

거동을 일으키면서 섬유판의 인장파괴가 매우 점진

적으로 진행되었으며, 극한 상태에 도달하면서 매

입 탄소섬유판의 모든 섬유 소선이 풀리면서 완전

히 분리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이것은 섬유판

과 콘크리트의 부착효과로 인한 합성거동에 기인하

는 것으로 생각된다. 

3) 표면 매입탄소 섬유판의 인장변형률은 초기균열이

발생한 이후 현저하게 증가하며, 최대 극한변형률

은 2.2%로 나타나 섬유판의 파괴 인장강도에 도달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매입 섬유판의 측면부

콘크리트 피복이 충분히 확보된 경우에는 탄소섬유

판의 섬유소선이 완전히 분리되면서 부재는 연성파

괴가 유도되었다. 

4) 표면매입 및 표면부착 탄소섬유판이 결합한 T형 탄

소섬유판으로 보강된 철근콘크리트 부재의 휨 강성

및 극한강도는 섬유판으로 보강되지 않은 보에 비

하여 크게 증진되며, 그 최대 증가율은 보강되지 않

은 부재의 경우보다 약 347%로 나타났다. 이는 매

입 및 부착 탄소섬유판의 상호 구속 효과가 매우

뛰어나 하중을 적절히 분배하고, 따라서 저항 능력

이 개선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5) 매입 탄소섬유판 및 표면부착 탄소판이 함께 보강

된 철근콘크리트 부재의 파괴는 표면부착 탄소섬유

판의 부착 탈락으로 시작되며, 단계적으로 매입 섬

유판이 파괴되면서 전단영역 콘크리트 피복이 탈락

하는 파괴양상으로 나타났다. 또한 매입섬유판 보강

부재 (BN1-NO)에 비해 균열폭이 크게 감소하며, 그

균열은 부재 전체에 고른 분포 양상으로 나타나며,

부재의 사용성 및 역학적 강성이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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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에서는 탄소섬유판 표면 매입 공법 및 외부 부착공법의 장점을 활용하기 위하여, 새로운 형상의 탄

소섬유판을 제작하여 실험을 수행하였으며, 탄소섬유판 표면 매입 및 외부 부착이 혼합된 보강 방식의 휨 거동 효과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 결과, 표면매입 (NSM) 및 표면부착 (EBR) 탄소섬유판이 결합한 T형 탄소섬유판으로 보강된 철근

콘크리트 부재의 휨 강성 및 극한강도는 섬유판으로 보강되지 않은 보에 비하여 크게 증진되며, 그 최대 증가율은 보

강되지 않은 부재의 경우보다 약 347%로 나타났다. 이는 매입 (NSM) 및 부착 (EBR) 탄소섬유판의 상호 구속 효과가

매우 뛰어나 하중을 분배하여 따라서 저항 능력이 크게 개선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T형 탄소섬유판으로 보강된

철근콘크리트 부재의 파괴는 표면부착 탄소섬유판의 부착 탈락으로 시작되며, 단계적으로 매입 섬유판의 파괴되면서 전

단부 콘크리트 피복이 탈락하는 파괴양상으로 나타났다. 매입 탄소섬유판 (NSM CFRP strip) 및 표면부착 (EBR) 탄소

판의 극한변형률은 각각 8,600 µε~22,000 µε 및 7,000~9,000 µε의 범주로 나타나 하중 분배 능력이 우수하며, 따라서 노

후 구조물 보강방식으로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핵심용어 : 표면매입, 표면부착, 하중-변위 특성, 파괴양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