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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ternal bonding of carbon fiber reinforced plastic sheets has recently emerged as a popular method for strength-

ening reinforced concrete structures. The behavior of CFRP-strengthened RC structure is often controlled by the behavior of the

interface between CFRP sheets and concrete. In this study, a review of models on bond strength, bond-slip, and interfacial stresses

has been first carried out. Then a new bond-slip model is proposed. The proposed bond-slip model has bilinear ascending regions

and exponential descending region derived from modifications mode on the conventional bilinear bond-slip model. The comparison

of the results with those of existing experiment researches on bond-slip models indicate good agre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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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콘크리트구조물은 사용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하중, 진

동, 피로 등의 인위적인 요인과 환경요인에 의하여 열화

와 손상을 입게 된다. 이러한 문제는 콘크리트구조물의

균열, 과다한 처짐, 강도저하 등을 야기시켜 안전성, 내

구성, 사용성 및 미관, 구조성능 등의 저하를 가져오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소요 내구연한 동안

유효한 성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구조물에 대한 보수·보

강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된다. 

열화 손상된 구조물의 보강공법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나 현재 가장 널리 연구되고, 적용되는 방법은 강판

이나 유리섬유, 탄소섬유로 보강한 복합재료시트 등의 보

강재를 에폭시 접착에 의하여 구조물 외부에 부착하는

공법이다. 이러한 외부보강재의 부착보강 공법에는 초기

에 강판이 주로 사용되었으며, 이는 강판 자체의 재료의

성질이 잘 구명되어 있어 적용하기 편한 장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재료의 취급이나 강판 자체의

무게 등으로 인하여 넓은 면적을 보강할 경우에는 시공

상의 문제점이 많았다. 이러한 강판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보강 재료로서 타 분야에서 이미 개발되어 사용되

고 있던 복합재료들이 주목받게 되었다.
1-3)

복합재료 중의 하나인 탄소섬유 보강 플라스틱 (cabon fiber

reinforced plastics; CFRP)시트는 매우 높은 인장강도와

탄성계수를 가지고 있어 외부부착 보강공법에서 강판에

비해 보강 효과가 높으며, 취급이 용이하고 경량이기 때

문에 시공성과 가공성이 뛰어난 보강 재료이다.
1-3)

 CFRP

시트를 에폭시 접착제에 의하여 콘크리트구조물에 외부

부착하는 보강 공법에서는 목표한 보강 성능을 발현하는

데 콘크리트와 보강시트 사이의 확실한 접착거동이 확보

되어야 한다. 충분한 접착력이 확보되지 않은 경우에는

보강재료가 설계강도에 도달하기 전에 콘크리트와 보강

재의 부착면 즉, 경계면이 파괴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

서 콘크리트와 보강시트 사이의 파괴거동을 이해하는 것

이 CFRP로 보강된 구조물에 대한 거동해석 기법 개발

의 첫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경계면 해석의 어려

움 때문에 현재까지 대부분의 연구는 주로 실험에 의존

하여 왔으며 이러한 실험 결과를 토대로한 경험적인 식

들이 제안 되었다.
4-6)

 경계면에 대한 해석을 위한 유한요

소법과 경계요소법 등의 해석 기법이 개발되어 있지만, 경

계면의 특성이나 국부적인 거동까지를 고려하지 못하여

구조물의 실제 거동과는 다소 차이를 보이는 부분이 많

은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CFRP시트의 외부부착 보강공법

의 거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는 경계면의 거

동을 해석하기 위하여, 기존의 연구들을 분석하여 경계

면의 거동 특성을 파악하고, 경계면의 거동을 해석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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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 기존 연구들 보다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경계

면 거동모델을 도출하며 이를 바탕으로 경계면 거동을 해

석할 수 있는 기법을 개발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고 있

다. 제안된 경계면 거동 모델과 해석 기법을 통해 부착길

이에 따른 경계면의 거동을 타당성 있게 예측하였으며,

기존 연구자들의 실험 데이터를 통해서 이를 검증하였다.

 

2. 연구 동향

해외에서는 1960년대부터 강판을 사용한 외부부착 보

강공법이 연구되기 시작하였다.
7)
 초기에는 대부분 실험

적 연구가 시행되었으며, 차츰 근사해법적인 연구가 실

험과 더불어 수행되었으며, 복합재료가 강판을 대체하는

보강재료로서 각광받기 시작하면서 이러한 복합재료의

특성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한 FRP 보강에 대한 연구

가 더욱 활발히 진행되었다. 

보강재의 외부부착에 대한 실험적인 연구는 주로 에폭

시 접착을 이용한 강판과 콘크리트구조물 사이의 부착전

단 실험과 휨 실험
8)
과 철근콘크리트보에 에폭시로 부착

된 FRP 판의 보강 효과에 관한 실험
9)
을 수행하였으며,

보강설계가 부적절한 경우 매우 취성적인 파괴거동이 나

타남을 보여 주었다.
10)

외부부착 보강공법에서는 보강재와 콘크리트 사이의

부착면, 즉 경계면에서의 거동이 보강된 구조의 거동에

지배적인 역할을 한다는 중요성이 인식되어 최근에는 경

계면의 거동에 대한 연구가 꾸준히 수행되고 있다.

근사해법적인 연구로는 van Gemert
11)
가 이론적인 접근

을 통하여 FRP 보강 구조의 사용성 한계 상태와 극한

한계 상태에서의 최대 전달하중을 유도하였으며, Roberts
12)

는 강판 접착으로 보강된 철근콘크리트보의 부착경계면

에서의 전단과 수직응력 집중을 예측하기 위한 근사적인

과정에 관하여 연구하였다. 이론적 연구에 따르면 강판

끝부분의 접착층에서의 전단과 수직응력 집중은 접착제

의 전단 및 수직 강도, 강판의 두께, 그리고 끝 지점의

위치에 따라 좌우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응력집중

은 유연한 접착제의 사용, 강판두께의 감소 등에 따라

줄어들고 단순보의 경우 강판을 가능한 한 지점부와 가

까운 곳에 접착시킴으로서 줄어들게 된다. Malek et al.
13)

은 보강판과 콘크리트보의 접합경계면에 작용하는 전단

응력과 연직응력에 대한 수치해석 해석 방법을 개발하였

다. 이 연구는 박리가 항상 보강재의 단부에서 발생한다

는 가정사항을 적용하였다. Khalifa et al.
14)
은 FRP 전단

보강에 대한 연구동향을 재조사하고, 철근콘크리트보 인

장부의 전단 저항력에 대한 FRP의 기여도를 산출하는

설계알고리즘을 제시하였고, FRP의 인장파괴를 유도하

는 응력 단계와 콘크리트 표면으로부터 발생하는 박리에

근거한 전단 저항력을 계산하기 위한 방법을 제시하였다. 

한편, Holzenkampfer
15)
는 부착 경계면의 거동을 경계면

에서 발생하는 전단응력과 슬립 (slip)의 관계로 나타낸

bilinear bond-slip model과 비선형 파괴역학개념을 도입

하여 강판과 콘크리트의 극한하중을 유도하였다. Taljsten
16)

는 linear ascending bond-slip model을 사용하여 극한하

중에 대한 이론적인 식을 제시하였으며, Yuan et al.
17)
과

Wu et al
.18)
은 경계면에서의 다양한 bond-slip model을 적

용하여 유효부착길이와 경계면에서의 최대 전단력식을

제안하였다. Chen과 Teng
19)
은 이러한 기존의 bond-slip

model들을 고찰한 후, FRP 보강 구조에서 콘크리트와 보

강재의 폭비율을 유효부착길이와 경계면에서의 최대 전

단력식에 고려한 새로운 식을 제안하였다.

국내에서는 조근희 등
20)
이 FRP와 콘크리트 계면의 거

동을 이론적으로 정식화하여 부착모델을 유도하였으며,

이론적인 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부착 특성을 반영한 부

착모델의 매개변수를 회귀분석을 통해 제시하였다. 양동

석 등
21)
은 콘크리트의 강도와 CFRP시트의 부착길이를

변수로 하여 부착 전단 실험을 수행하여 그 결과를 분

석함으로서, 각 시험체의 bond-slip model을 산정하는 연

구를 수행하였다.

경계면의 거동 특성에 대한 실험적인 연구와 이론적인

연구 모두 국내의 연구 수준은 아직까지 해외의 연구 수

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최근

국내에서 많이 시공되고 있는 CFRP시트의 부착 보강 공

법에 대한 경계면 거동을 타당성 있게 제시할 수 있는

거동모델과 해석 기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3. 경계면 거동 모델의 제안

3.1 Bond-slip model의 개요

CFRP시트와 콘크리트구조물의 부착 전단 실험에서 나

타나는 파괴모드는 대부분 콘크리트와 FRP의 계면분리나

콘크리트보 자체의 파괴인 것을 관찰할 수 있다. Teng et

al.
22)
은 유한요소해석을 통해 얻은 보강재의 경계면에 발

생하는 수직응력과 전단응력의 분포를 보여, 보강재 단부

에서 접착제와 콘크리트 사이의 경계면에는 수직인장응

력이 발생하지만, 보강재와 접착제 사이의 경계면에는 수

직압축응력이 발생하는 현상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는

해석적인 연구를 통해서도 보강재와 접착제 사이의 경계

면이 아닌 콘크리트와 접착제 사이의 경계면에서 박리파

괴가 발생할 것으로 나타난 것과 일치한다. 이렇듯 경계

면에서의 파괴가 콘크리트와 접착제 사이에서 발생하는

것은 콘크리트의 인장강도가 CFRP시트를 비롯한 보강 재

료의 인장강도와 비교하여 현저히 작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이다. 따라서 콘크리트가 고강도이고, CFRP시트 등

의 보강재의 인장강도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 보다 상

당히 작은 경우에는 보강재 자체가 파괴되는 현상을 보

이기도 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현재 사용되고 있는 콘

크리트와 CFRP시트의 인장강도를 반영하면 CFRP시트 보

강 구조물의 파괴는 대부분 콘크리트의 표면 박리 혹은

콘크리트 자체의 파괴라고 판단하고 있는 현재 연구들의

결과는 무리없이 받아들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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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nd-slip model은 경계면의 거동을 경계면에서 발생

하는 전단응력과 슬립의 관계를 나타내는 이론이며, bond-

slip model의 주요 영향인자는 경계면에서 발생하는 최

대전단응력과 슬립량 그리고 경계면의 파괴에너지이다.

파괴에너지는 bond-slip model은 콘크리트의 강도를 경

계면 파괴거동의 지배적인 영향인자로 판단하고, 경계면

의 파괴에너지를 콘크리트의 강도와 관계된 식으로 구성

하고 있다. 여기서 파괴역학의 개념이 기초적으로 적용

되며, 일반적으로 파괴에너지는 재료의 인장연화곡선

(tension softening curve)의 내부면적으로 정의된다. 이러

한 인장연화곡선은 경계면에 작용하는 전단응력과 경계

면에서 발생하는 슬립과의 관계로 표현되며, 이때 경계

면에서의 슬립은 경계면을 사이에 두고 있는 두 재료의

변형률의 차이로 정의된다. 이러한 bond-slip model은 경

계면에 발생하는 전단응력에 대한 비선형 거동을 표현하

게 되고, 따라서 부착길이 방향으로 전단응력의 분포를

하중 단계에 따라 표현할 수 있으며, 경계면의 단부에서

부터 파괴강도 τf에 도달하게 되면 박리파괴가 발생하여

내부로 진전되는 현상을 구현할 수 있다. Fig. 1은 Yuan

and Wu
23)
가 제시한 보강재와 콘크리트의 접합부에 대한

shear-slip 모델이다. Bond-slip model은 비록 경계면에서

의 수직방향 응력분포까지 표현할 수는 없지만 경계면에

서의 파괴는 대부분 경계면에서의 전단에 기인하며,
24)

 부

착길이 방향으로 임의의 점에서의 응력분포와 슬립량 등

을 해석적으로 구할 수 있다. 따라서 bond-slip model은

경계면에서의 파괴거동을 구명하는 거동방정식을 유도하

는데 가장 알맞은 모델이라고 판단된다. Yuan et al.
17)
은

Fig. 1의 (a), (b), (c), (d) 모델을 적용하여 각 모델별로

경계면에서의 슬립 δ, 전단응력 τ, 보강재의 축방향응력

σp의 방정식을 유도였고, σp로부터 다시 보강재에 가해

지는 하중 P의 방정식을 유도하고, 경계조건을 적용하여

최대하중, 즉 파괴하중식을 제안하였다. 또한 Pu의 97%

를 확보할 수 있는 길이인 유효응력전달길이에 대한 식

을 제안하였다. 

대부분의 bond-slip model은 Fig. 1에서 나타나 있는

model 구성 요소, τf, Gf, δf, δ1 등을 부착 전단 실험에 의

하여 찾아내 구성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Lu et

al.
25)
은 이러한 bond-slip model의 변수들을 유한요소해석

과 실험 결과와의 비교를 통해 부착폭 비율과 콘크리트

의 인장강도의 함수로 표현되는 추정식으로 제안하였다.

또한 Lu et al.
25)
은 자신들이 제시한 추정식을 사용하여

bond-slip model의 변수들을 구하고, 이를 활용하여 새로

운 bond-slip model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bond-

slip model을 CFRP시트와 콘크리트 사이의 경계면 거동

을 가장 잘 반영하는 거동모델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기

존의 bond-slip model을 개선하여 새로운 bond-slip model

을 경계면의 거동모델로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경계

면의 거동을 해석할 수 있는 해석기법을 제안한다.

3.2 Bond-slip model의 제안

Yuan et al.
17)
은 CFRP와 콘크리트 경계면의 실제 거동

을 효과적으로 묘사할 수 있는 bond-slip model로 bilinear

bond-slip model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bilinear bond-slip model을 기초로 하여 이를 개선함으로

서 보다 현실성 있는 bond-slip model을 제시하였다. Fig.

2(a)는 Yuan et al.
17)
이 제시한 bilinear bond-slip model,

Fig. 2(b)는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bond-slip model의 형

상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에서 제안된 bond-slip model은 상승 (ascending)

구간을 2개의 직선구간으로 가정하였으며, 여기서 δ = 0.5δ1

일 때, τ = 0.7τf인 점을 기준으로 탄성구간을 구분하였

다. 실제적으로 본 연구에서 제안한 선형구간에서 single

curve bond-slip model을 적용하여 예측한 CFRP시트에서

발생하는 변형률 분포는 실험 결과와 근사한 형태로 나

타나지만, CFRP시트의 강성을 약간 과대평가하여 변형

률 분포가 모두 실험 결과보다 적게 나타내게 된다. 따

라서 본 연구에서 제안한 이단선형 (bilinear) 형태의 상승

구간은 single curve bond-slip model에 비하여 안전측이Fig. 1 Shear-slip models for plate to concrete bonded joints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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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이러한 이단선형 형태의 상승 구간의 구분점은 기

존 연구자들
27-29)
의 single curve bond-slip model들을 통

해 δ = 0.5δ1일 때, τ = 0.7τf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하강

(descending) 구간 역시 Yuan et al.
29)
의 bilinear bond-slip

model보다 안전측으로 경계면의 거동을 가정하기 위하여

single curve bond-slip model과 비슷한 지수 (exponential)

함수로 가정하였다.

Yuan et al.
29)
은 Fig. 2와 같은 bilinear bond-slip model

에 대하여 각 구간별 구성방정식을 다음 식 (1)과 같이

도출하였다.

(1)

Yuan et al.
29)
은 경계면의 거동을 다음의 4 단계로 구

분하고, 위와 같은 구성 방정식을 바탕으로 각 단계별로

기준점으로 부터의 임의의 거리만큼 떨어진 부분에서 발

생하는 슬립량과 전단응력, CFRP시트에서 발생하는 응

력의 3가지 형태로 경계면의 거동을 구현하고 있다. 

a. Elastic stage

b. Elastic-softening stage

c. Elastic-softening-debonding stage

d. Softening-debonding stage

위와 같은 Yuan et al.
29)
의 연구에 기초하여 본 연구에

서 제안된 bond-slip model에 대하여는 다음 식 (2)와 같

은 구성방정식이 성립한다.

(2)

본 연구에서는 경계면의 거동을 Table 1과 같이 다음

의 5단계로 분류하고 Yuan et al.
29)
과 같이 각 단계별로

기준점으로 부터 임의의 거리만큼 떨어진 부분에서 발생

하는 슬립량 (δ )과 전단응력 (τ ), CFRP시트에서 발생하

는 응력 (σ )의 3가지 형태로 경계면의 거동을 구현하였다.

4. 제안된 모델의 검증

4.1 기존 모델과의 비교

본 연구에서는 Yuan et al.
29)
이 제안한 경계면 거동 모

델에 기초하여 CFRP시트와 콘크리트 사이의 경계면 거

동 모델을 제안하였다. 제안된 모델은 작용하는 하중이

증가함에 따라 5가지의 단계를 거쳐 경계면의 거동을 각

하중에 대하여 위치별로 슬립량과 전단응력, 보강재에서

발생하는 응력으로 표현할 수 있다. 제안된 모델을 검증

하기 위하여 Tan
30)
의 시험체 중, PG1-22 시험체의 실험

결과를 참고하였으며, 시험체의 제원과 실험변수는 Table

2와 같고, Fig. 3과 같은 경계조건하에서 실험이 수행되

었다.

본 연구에서는 제안된 모델을 이용하여 PG1-22 시험

체에 대한 각 단계별 슬립량의 변화, 전단응력의 변화, 보

강재에서 발생하는 응력 변화를 Fig. 4에 나타내었다.

Fig. 5(a)는 박리파괴가 발생하기 이전 단계에서 보강재

에 발생한 변형률을 비교한 것이다. 실험 결과와 기존의

거동 모델 모두 비슷한 분포 형태를 보이고 있으나, single

curve 형태의 Nakaba et al.,
26)

 Savioa et al.
27)
의 모델과

Neubauer & Rostasy et. al.
31)
의 모델은 단부 부분에서 실

험 결과보다 보강재의 변형률이 적게 나타나고 있다. 이

는 보강재의 강성을 과대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강구조

물의 보강효과를 실제보다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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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Comparisons of the bond-slip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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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Proposed bond-slip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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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할 수 있다. 반면 Yuan et al.
29)
의 모델은 하중이 가

해지는 단부 부분에서의 변형률을 제외하고, 다른 위치

에서 모두 실험에서 나타난 보강재의 변형률 보다 큰 변

형률을 보이고 있다. Yuan et al.
29)
의 모델은 보강 구조물

의 효과를 실제보다 낮게 평가하고 있지만 이것은 설계

시의 안전율 개념으로 생각할 수 있으므로, Nakaba et

al.,
26)

 Savioa et al.
27)
의 모델과 Neubauer & Rostasy et.

al.
31)
의 모델보다는 보강 구조물의 설계에 적용하는 부분

에서는 Yuan et al.
29)
의 모델이 보다 적절한 것으로 판단

된다.

Fig. 6은 부착길이 5 mm~95 mm 사이의 값을 시험 시

편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비교해 놓은 것으로 상대 변형

률은 기존 연구자들의 모델에 의해 구해진 변형률에 대

한 Tan의 시험체의 변형률 비를 의미한다. Fig. 5(a)에서

보는 것과 같이 본 연구에서 제안된 모델은 단부 부분

에서 가장 실험 결과와 유사한 변형률을 보이고 있으며,

Yuan et al.
30)
의 모델과 같이 전반적으로 실험 결과 보다

많은 변형률이 보강재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

다. 그러나 Fig. 6(a)의 상대적인 비교값이 1.08인 제안된

모델이 1.24인 Yuan et al.
29)
의 모델보다 실험 결과에 가

깝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 제안된 모델이 Yuan

et al.
29)
의 모델보다 개선되었다고 판단된다.

Fig. 5(b)는 파괴하중에서의 박리파괴 현상을 보이고 있

는 실험체의 보강재에서 발생하는 변형률을 비교한 것이

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박리파괴 이후의 거동에서

는 이를 정확하게 구현하고 있는 모델은 없다. Nakaba

et al.
26)
의 모델은 박리파괴된 부분에서의 보강재에 발생

하는 변형률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Savioa et

Table 2 Dimensions of the specimen and material properties
30)

Variable Unit Value

Bond length mm 130

Load N
3,500

9,200

Elastic modulus of adhesives MPa 9,000

Thickness of adhesives mm 1

Elastic modulus of FRP MPa 97,00

Thickness of FRP mm 0.338

Width of FRP mm 50

 Young’s modulus of concrete prism MPa 29,000

Thickness of concrete prism mm 100

Width of concrete prism mm 100

Compressive strength of concrete MPa 37.6

Fig. 3 Shape and boundary condition of specimen PG1-22
30)

Fig. 4 Distribution of stage according to load incr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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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
27)
의 모델은 박리파괴된 부분에서 변형률이 Nakaba et

al.
26)
의 모델 보다는 적게 나타났지만 역시 실험 결과와

는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Yuan et al.
29)
의 모델과 본

연구에서 제안된 모델은 나머지 두 모델과 비교하여 실

험 결과에 가까운 변형률 분포를 보이고 있다. Fig. 6(b)

의 상대비교 값이 본 연구에서 제안된 모델은 1.05이고

Yuan et al.
29)
의 모델은 1.11로 Yuan et al.

29)
의 모델에 비

하여 좀 더 실험 결과와 유사한 변형률 분포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각각 1.47, 1.36, 1.28인 기존의 모

델들과 비교하여 볼 때, 경계면의 거동을 예측하는데 있

어 제안된 모델이 기존 모델들 보다 개선된 것으로 판

단된다. 

4.2 부착전단실험을 통한 검증

본 연구에서는 제안된 모델의 검증을 위하여 부착길이

에 따른 부착전단실험을 수행하였다. 실험전에 Chen and

Teng
19)
의 부착강도 모델을 사용하여 부착 전단 시험체의

유효부착길이를 예측한 결과 106 mm였다. 따라서 본 연

구에서는 유효부착길이 이하인 100 mm와 유효부착길이

이상인 175 mm를 부착길이로 선정하여 실험을 수행하였

다. Table 3과 Fig. 7에는 실험에 사용된 시편의 재료물

성과 제원을 각각 나타내었다. 

Fig. 8(a)는 부착길이 100 mm인 경우에 대하여 부착길

이 100 mm 시험체의 실험 결과와 제안된 모델을 비교하

여 놓은 것이다. Fig. 8(a)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제안된

모델은 하중 증가에 따라 CFRP시트의 단부쪽에서 변형

률이 크게 증가하는 실험 결과를 잘 따르고 있다. 실험

결과가 제안된 모델의 하중 단계별 변형률 분포와 유사

Fig. 5 Comparison of strain in FRP (test results vs bond-slip

models)
Fig. 6 Comparison of Relative strain according to various

models

Table 3 Material properties (this study)

Variable Unit Value

Bond length mm
100

175

Tensile strength of adhesives MPa 30

Thickness of adhesives mm 1

Elastic modulus of CFRP MPa 31,000

Thickness of CFRP mm 2

 Young’s modulus of concrete prism MPa 26,000

Tensile strength of CFRP MPa 400

Compressive strength of concrete MPa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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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거동하고 있어 제안된 모델이 타당성이 있음을 보

여주고 있다.

Fig. 8(b)는 부착길이 175 mm 시험체의 실험 결과와 제

안된 모델을 비교한 것으로, 부착강도모델의 유효부착길

이 이상의 부착길이를 갖는 시험체이다. 제안된 모델의

경우 하중이 증가함에 따라 단부에서 CFRP시트의 변형

률이 크게 증가되는 현상이 잘 구현되고 있으나, 파괴하

중에서는 단부로부터 변형률이 거의 일정하게 유지되는

구간이 나타나고 있다. 이 구간은 단부로부터 내부쪽으로

박리파괴가 진행된 구간으로 판단된다. 실험 결과에서 시

험시 재하하중 6.8 kN의 경우에는 제안된 모델의 6.8 kN

사이에 넓게 분포하고 있는 것이 관찰되고 있다. 파괴하

중인 10.8 kN에서의 실험 결과는 CFRP시트의 변형률 분

포가 단부로부터 약 50 mm 떨어진 지점에서 최대변형률

을 나타내고 있으며, 단부쪽으로는 변형률이 감소하는 현

상을 보이고 있다. 실험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현상들은

경계면의 부착응력이 경계면을 따라 균일하게 작용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판단된다. 대부분의 경계

면 거동 모델들이 경계면에서의 부착응력이 균일하다는

가정하에 구성되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 제안된 경계면

의 거동모델 역시 이러한 가정하에 구성된 것이다. 따라

서 제안된 경계면 거동모델을 경계면 요소로 적용하여

제안된 bond-slip model에서도 실험에서 나타나는 변형률

감소 현상은 구현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제안된 모델

에서 박리파괴가 진행되는 거리로 판단되는 변형률이 거

의 일정하게 유지되는 거리는 실험에서 최대변형률이 나

타나는 곳과 거의 일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따라

서 제안된 모델은 실험 결과와 다소의 차이는 있으나 전

체적으로 실험 결과를 잘 예측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5. 결 론

 탄소섬유시트로 보강된 콘크리트보의 콘크리트-시트

경계면의 부착거동을 해석할 수 있는 해석기법의 개발을

통하여 얻어진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Bond-slip model의 전단응력과 슬립의 상관관계에서

상승부에 이단선형함수, 하강부에 지수함수를 도입

하여 콘크리트와 탄소섬유시트 사이의 경계면 거동

해석에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bond-slip

model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경계면의 거

동해석기법을 제안하였다.

2) 새로운 bond-slip model은 기 수행된 실험 결과를

대상으로 기존의 모델들과 비교하여 박리파괴 이전

단계에서 안전측으로 실험 결과를 잘 나타내고 있

으며, 박리파괴 이후 단계에서 나타나는 부착응력과

경계면 거동을 잘 예측할 수 있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3) 본 연구에서 제안된 새로운 bond-slip model은 기존

의 경계면 거동모델 및 실험 결과와 비교하여 하중

이 증가함에 따라 부착응력이 단부쪽에서 내부로

전달되는 박리파괴 이전단계의 경계면 부착거동을

잘 예측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박리파괴 이후 단

계에서도 잘 예측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제안된 bond-slip model은 CFRP시트로 보강된 콘크

리트구조물의 거동을 해석하는데 유용하게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Fig. 7 Shape and dimensions of the specimen

Fig. 8 Comparison of strain in CFRP (test results vs proposed

mod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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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탄소섬유시트 보강공법은 콘크리트구조물의 보강에 많이 사용되는 보강공법이다. 이러한 탄소섬유 보강공법

에서는 콘크리트와 CFRP시트 사이의 경계면 거동이 전체 보강구조물의 거동을 지배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탄소섬

유시트 보강공법을 적용한 콘크리트구조물의 경계면 거동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을 고찰하고, 이를 바탕으로 경계면 부

착거동해석에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새로운 bond-slip model을 제시하고, 경계면의 부착거동을 해석할 수 있는 해

석 기법을 제안하였다. 새롭게 제시된 bond-slip model은 기존의 bilinear bond-slip model을 개선한 것으로서, 전단응력

이 증가하는 구간을 2개의 직선구간으로 구성하고, 전단응력이 감소하는 구간을 지수함수로 구성한 것이다. 제안된 bond-

slip model은 기존의 부착전단 실험 결과 및 경계면 거동 모델들과의 비교를 통하여 검증하였다.

핵심용어 : CFRP시트, 콘크리트구조물, 경계면 부착거동, bond-slip model, 부착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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