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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main goal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shear behavior of reinforced concrete beams strengthened         

with CFRP strups. Seven rectangular beams were tested. The test variables were the configuration types, spacing length of         

CFRP strips and the amount of reinforced stirrups bars. From this experimental study, the shear capacity of beams         

strengthened with CFRP increased significantly compared to the beam without CFRP strip. Maximum increase of ultimate         

shear strength was found about 100% more than that of the beam without a CFRP strip and the CFRP strips attached in         

the shear region can resist the occurrence of the initial shear cracks and the propagation of major shear cracks. In this         

test, most of the shear strengthened beams failed suddenly due to the debonding of CFRP strips. A calculation of the         

shear strength of reinforced beams strengthened with CFRP strips based on the effective stresses was conducted and the         

comparisons were made with the test results.

Keywords : carbon fiber reinforced plastic (CFRP) strips, shear behavior, failure modes, stress-strain relation

1. 서  론

섬유보강 폴리머 (fiber reinforced polymer, FRP)는 역      

학적 특성, 화학저항성 및 내구성능이 우수하여 철근콘      

크리트구조물의 보강 신소재로 널리 인식되고 있다. 또      

한 탄소섬유판 (carbon fiber reinforced plastic (CFRP)      

strips)을 철근콘크리트구조물의 표면에 부착하는 보강 방     

식은 그 시공 성능 및 제반 역학적 성능이 우수하여 구조         

물의 보강에 매우 효과적인 방법으로 인식되고 있다. 최       

근 들어 국내외에서는 탄소섬유판 (CFRP strips)으로 보강      

된 철근콘크리트 부재에 대한 실험 및 해석적인 연구가       

다양하게 수행되어져 왔으며,
1-13)

 탄소섬유판 (CFRP strips)     

으로 보강된 철근콘크리트 부재는 휨 및 전단 강성 등        

의 역학적 성능을 현저하게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 탄소       

섬유판으로 보강된 콘크리트 부재의 전단거동 연구는 국      

내 및 유럽을 중심으로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탄소섬유판 부착 콘크리트 보의 파괴형태에 따른      

전단강성의 효과 및 이에 대한 설계 기준 개발 및 해석         

모델 등이 외국의 연구자들에 의해 보고되고 있으며,
4,6,8)      

또한 전단균열각과 전단경간비를 고려한 전단강도 예측     

모델 등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어져 왔다.
2-3,10,11,13)

 탄소섬     

유판은 전단보강 효과가 매우 우수하여, 기존의 탄소섬     

유 쉬트에 의한 보강방식에서 탄소섬유판 보강 방식이     

적극적으로 채택되고 있다. 또한 외국에서는 전단보강 용     

탄소섬유판 제품을 출시하여 유럽을 중심으로 이에 대한     

활용이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탄소섬유판을 부착한 철근콘크리트 부재의 전단거동은    

전단철근과 탄소섬유판의 상이한 재료특성 및 부착된 탄     

소 섬유판의 콘크리트 내부에 배근된 전단철근에 미치는     

영향 등으로 인하여 그 거동이 복잡하며, 부재의 기하학     

적 형상, 재하 형태 및 배근 전단 철근비 등의 다양한     

인자로 인하여, 전단거동 특성 구명을 어렵게 하고 있다. 

본 연구는 탄소섬유판으로 보강된 철근콘크리트 부재     

의 전단거동 특성 및 파괴 양상을 구명함에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다양한 변수를 포함하는 실험 연구가     

수행되어졌으며, 탄소섬유판 보강 면적 및 보강 간격에     

따른 전단보강 효과를 구명하였다. 또한 전단철근의 배     

근에 따른 탄소섬유판의 전단에 대한 기여 효과를 분석     

하기 위하여 전단철근 및 탄소섬유판의 동일 위치에 발     

생되는 변형률을 고찰 분석 하였으며, 전단파괴 시 탄소     

섬유판에 발생되는 응력을 기초로 한 전단강도를 계산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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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탄소섬유판으로 보강된 철근콘크리트 부재의 실험

2.1 실험 부재

본 실험에서 사용된 콘크리트는 28일 압축강도가 40 MPa       

이 발현될 수 있도록 배합설계 되었으며, 길이 3,000 mm,        

폭 200 mm, 높이 350 mm의 직사각형 보 7개를 제작하여         

실험을 수행하였다. 주 실험변수는 보강 탄소섬유판의 설      

치 간격, 탄소섬유판 면적 및 전단철근의 배근량 등을       

채택 하였다. Table 1은 본 실험에서 채택한 실험 시편        

의 종류와 실험 변수를 나타낸 것이다.

본 실험에서는 보의 전단 파괴를 유도하기 위하여, 인       

장철근비를 균형철근비 보다 크게 배근하였으며, 사용된     

인장철근은 2D16 (SD400)이다. 전단철근은 D13을 150 mm      

및 300 mm 간격으로 배근하여 전단철근 보강 상태에 따        

른 탄소섬유판의 전단기여 정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Fig. 1은 본 실험에서 사용된 실험부재의 배근도를 각각       

나타낸 것이다. 

2.2 탄소 섬유판 (CFRP strip)

본 실험에서 사용된 탄소섬유판은 유럽 등지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두께 1.2 mm 폭 50 mm의 SIKA CarborDur    

S strip이며, 위 탄소섬유판을 전단구간에 수직으로 부착    

하여 부재의 전단 효과를 분석하였다. 탄소섬유판의 재    

료물성 및 인장강도는 Table 2와 같다. 

또한 전단철근 배근양에 따른 탄소섬유판의 보강 효과    

를 구명하기 위하여, 스터럽이 전혀 배근되지 않은 부재    

및 스터럽이 150 mm 간격 및 300 mm 간격으로 배근된    

부재를 제작 하였다. 그리고 탄소섬유판 보강 형태에 따    

른 효과를 구명하기 위하여, 전단보강 방식으로 널리 쓰    

이고 있는 U자 형태 (전단철근 형태와 동일하게 탄소섬    

유판을 바닥까지 연결하는 형태)와 부재의 측면부만 보    

강하는 I자 형태로 탄소섬유판을 보강하여 실험을 수행    

하였으며, 경제성 및 시공성을 만족하는 보강 효율이 좋    

은 전단보강 방식을 구명하고자 하였다. Fig. 2는 실험부    

재의 탄소섬유판 부착 형상 및 부착 스트레인게이지를    

나타낸 것이다. 

2.3 실험 방법

본 전단 실험에서는 500 kN 용량의 유압 액츄에이터    

(hydraulic actuator)를 사용하여 4점 재하방식으로 하중을    

단계적으로 제하하였으며 (Fig. 3), 각 실험 부재에는 변    

위계 (LVDT), 콘크리트 스트레인게이지, 철근 스트레인    

게이지, 탄소섬유판 스트레인게이지 및 다이얼게이지를    

부착하여 변형률 및 변위 등을 분석하였다. 위 측정값은    

데이터저장소프트웨어(data asquisition software)를 통해   

처리 분석되었다. 

Table 1 Test specimens and test variables 

Specimens

CFRP Steel bars

Shear
Flexural Stirrup

Type Spacing

CONT - - 3D22 -

SCF-15U-NO
A1(U)

(B = 50 mm)
150 mm 3D22 -

SCF-25U-NO
A1(U)

(B = 50 mm)
250 mm 3D22 -

SCF-25I-NO
A1(I)

(B = 50 mm)
250 mm 3D22 -

SCF-12.5I-NO
A1(I)

(B = 50 mm)
125 mm 3D22 -

SCF-25I-A
A1(I)

(B = 50 mm)
250 mm 3D22 D13@150

SCF-25I-B
A1(I)

(B = 50 mm)
250 mm 3D22 D13@300

Table 2 Characteristics of SIKA CarborDur stri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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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2 CFRP strip configurations and locations of  strain g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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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험 결과 및 고찰
 

3.1 전단강도

Table 3은 탄소섬유판으로 전단 보강된 철근콘크리트     

보의 전단강도를 나타낸 것이다. 위 표 및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전단 구간에 부착된 탄소섬유판은 전단균열      

발생 및 진전을 구속하여 전단강도의 증진에 탁월한 효       

과를 보이고 있으며, 극한 전단강도는 보강되지 않은 보       

(CONT-S)에 비하여 현저하게 증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탄소섬유판으로 보강된 부재의 전단강성은 탄소섬유의    

부착면적이 증가할수록 또한 부착 간격이 좁을수록 높게      

나타났으며, 전단철근이 배근되지 않은 탄소섬유판 철근     

콘크리트 부재 (SCF-12.5I-NO)의 전단강도는 탄소섬유판    

이 없는 부재보다 84% 이상이 증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단철근이 보강된 보 (SCF-25I-*)의 경우에는 탄소섬유     

판의 부착으로 인한 전단강도의 증진율은 부착되지 않은      

기준보 (CONT-S) 보다 160% 이상의 증진 효과가 있음       

이 나타났다. 따라서 탄소섬유판은 노후화된 기존 부재      

의 전단강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적합한 보강재로 판단된      

다. 본 연구에서는 전술한 바와 같이, 최적의 탄소섬유       

판 보강 형태를 구명하기 위하여, 대표적인 전단보강 방       

식으로 널리 쓰이고 있는 U자 형태 및 I자 형태로 탄소         

섬유판을 보강하여 실험을 수행하였다. 본 실험 결과, 극       

한 전단강도는 탄소섬유판 전단보강 형태 (U 및 I형태)       

에 크게 의존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따라서 탄소       

섬유판을 측면부에 I자 형태로 붙여 보강하는 것이 경제       

성 및 시공성에 유리한 것으로 사료된다.

3.2 하중-처짐 관계 특성

탄소섬유판으로 전단보강된 철근콘크리트 부재는 보강    

되지 않은 철근콘크리트 부재보다 더 높은 하중에 이르     

기 까지 선형 구간이 확대 되며, 강성 및 극한 내력이     

크게 증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 4는 전단철근이 없     

는 철근콘크리트 부재의 하중-처짐 관계 특성을 나타내     

는 그림으로서, 탄소섬유판으로 보강된 철근콘크리트 부     

재는 전한 바와 같이 극한 강성이 크게 증진되는 것으     

로 보여주고 있다. CONT-S 부재는 전단철근 및 탄소섬     

유판이 전혀 보강되지 않은 부재로서, 위 부재는 하중이     

증가 하면서 거의 선형적인 하중-처짐 특성을 보이다가     

전단균열이 일부 발생하면서 처짐이 급격히 증가 하다가     

취성적인 전단파괴가 일어나고 있음을 보이고 있다. 그러     

나 탄소섬유판으로 전단 보강된 철근콘크리트 부재는 매     

우 높은 수준에 이르기까지 거의 선형적인 특성을 나타     

내고 있으며, 극한상태에서 부재는 섬유판의 탈락과 동     

시에 급격히 전단파괴가 발생하였다. 또한 탄소섬유판을     

보의 바닥부까지 보강한 U자 형태 및 보의 측면부만 보     

강한 I자 형태로 보강된 경우 모두 극한강도는 비슷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전단보강 시 측면부에만 I자 형태로 붙     

여 보강하는 것이 경제성 및 시공성에 유리한 것으로 사     

료된다. Fig. 5는 전단철근이 배근된 보에 탄소섬유판으     

로 보강한 철근콘크리트 부재의 하중-처짐 관계 특성을     

Fig. 3 Test setup

Table 3 Cracking and ultimate strength

Specimens
CFRP strip

Stirrups
Ultimate strength

(kN)

Increase

(%)Type Spacing (mm)

CONT-S - - - 137.35 -

SCF-15U-NO U 150 - 248.51 81

SCF-25U-NO U 250 - 223.62 63

SCF-25I-NO I 250 - 222.96 62

SCF-12.5I-NO I 125 - 253.21 84

SCF-25I-A I 250 D13 @150 366.78 167

SCF-25I-B I 250 D13 @300 362.73 164

Fig. 4 Load-deflection characteristics for the SCF-*-NO specimen 

se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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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내는 그림으로서, 탄소섬유판으로 보강된 철근콘크    

리트 부재는 전한 바와 같이 극한 강성이 크게 증진되        

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으며, 극한강도는 약 160% 이상       

의 강도 증진 효과를 나타내며, 따라서 탄소섬유판의 전       

단부착 효과는 매우 탁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3.3 탄소섬유판의 변형률

Fig. 6은 주 전단 균열 발생이 예측되는 지점, 즉 지점         

으로부터 550 mm 떨어진 전단 구간 내에 위치한 탄소섬        

유판의 변형률을 도시하고 있다. 그림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초기 전단균열이 발생한 이후, 탄소섬유판의      

변형률은 증진하나 탄소섬유판은 전단균열 진행을 억제     

하고, 보에 작용하는 전단력에 대한 지지 능력의 우수함       

이 실험 결과 나타났다. 또한 탄소섬유판의 부착 탈락으       

로 인해 전단 능력이 소실될 때 까지 전단보강된 탄소        

섬유판의 인장 변형률은 약 700 µε에서 1,200 µε의 범주        

율에 존재하고 있으며, 평균 약 1,000 µε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를 통하여, 탄소섬유판이 전단력을 지      

지하는 응력을 도출할 수 있으며, 따라서 탄소섬유판으      

로 전단 보강된 철근콘크리트 부재의 극한 전단 내력을       

도출 할 수 있다. Fig. 7은 스터럽이 배근된 탄소섬유판        

보강 철근콘크리트 보의 경우 주 전단 균열이 예측되는    

지점으로부터 550 mm 떨어진 전단 구간 내에 위치한 탄    

소섬유판의 변형률을 도시 하고 있다. 이 그림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탄소섬유판은 전단 저항 능력이 우    

수하여 100 kN에서 120 kN에 이르기까지 전단균열발생    

을 억제하고 있으며, 또한 전단철근이 150 mm 간격으로    

배근된 부재 (SCF-25I-A)가 300 mm로 배근된 부재 (SCF-    

25I-B)보다 초기 전단균열을 억제하는 능력이 훨씬 우수    

함을 알 수 있다. 또한 탄소섬유판의 극한 변형률은    

800 µε 및 954 µε으로 나타났다.

3.4 전단 철근의 변형률

Figs. 8,9는 위 부재의 전단철근 응력-변형률 관계를 도    

시한 것으로써, Fig. 8은 지점으로부터 900 mm 떨어진    

곳의 변형률을 측정한 것이며, Fig. 9는 600 mm 떨어진    

위치의 전단철근 변형률이다. Fig. 8에서 알 수 있듯이    

부재 지점으로부터 900 mm 떨어진 곳의 초기 전단균열    

은 약 100 kN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전단철근이 150 mm    

로 배근된 SCF-25I-A 부재가 SCF-25I-B 부재보다 전단    

철근의 인장 변형률이 적게 발생하고 있다. 또한 지점으    

로부터 600 mm 떨어진 위치 (Fig. 9)에서는 초기 전단균    

열이 약 80 kN에서 발생하였으며, 초기 전단균열은 위    

실험 결과 지점에서 600 mm 떨어진 곳에서 최초로 발생    

Fig. 5 Load-deflection characteristics for the SCF-*-NO specimen 

series

Fig. 6 Load-strain characteristics for CFRP strip (SCF-*-NO 

specimen series, 550 mm from left support)

Fig. 7 Load-strain characteristics for CFRP strip  (SCF-25I-* 

specimen series, 550 mm from left support)

Fig. 8 Load-strain characteristics for stirrups (SCF-25I-* specimen 

series, 900 mm from sup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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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Table 4는 탄소섬유판으로 보강된 철근콘크리트 부재     

의 초기 균열 및 극한 상태에서의 전단철근 및 탄소섬        

유판의 변형률을 나타낸 것이다. 본 실험 결과, 탄소섬       

유판에 발생하는 인장 변형률은 탄소섬유판의 형상 및      

부착 길이에 관계없이 720 µε에서 1,094 µε의 범주에 존        

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탄소섬유판     

으로 전단 보강된 철근콘크리트 부재는 탄소섬유판의 부      

착 간격 및 부착 면적에 관계없이 부재가 파괴될 때 발         

생하는 탄소섬유판의 변형률은 탄소섬유판 파괴인장 강     

도의 10% 수준에도 도달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        

다. 위 결과로부터, 탄소섬유판으로 보강된 철근콘크리트     

보가 계면부착으로 전단파괴가 일어날 시점의 유효 탄소      

섬유판 응력을 계산 할 수 있으며, 따라서 탄소섬유판으       

로 보강된 철근콘크리트 보의 전단강성을 도출할 수 있다.

3.5 파괴 형상

실험 결과 콘크리트의 초기 균열은 휨 인장 응력에 지        

배되고, 약 40~50 kN의 하중 단계에서 초기 휨 균열이        

발생하였다. 탄소섬유판 보강 콘크리트의 종류에 따라 다      

소 차이는 있으나, 그 이후 전단균열이 지점부에서 유효       

길이 만큼 떨어진 곳에서 약 80~100 kN의 하중 단계에        

서 발생하였으며, 그 하중 전단부에 탄소섬유판에 배근      

된 경우 전단 강성이 매우 높고 균열형상도 매우 고르     

게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종적으로 탄소섬     

유판이 본체와 계면 탈락하면서 매우 취성적인 전단파괴     

를 일으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 10은 탄소섬유판 보     

강 철근콘크리트 부재의 파괴형상을 도시한 것이다.

4. 탄소섬유판 보강 철근콘크리트 보의 전단 강도

Fig. 11은 탄소섬유가 보강된 전단균열부의 내력을 도     

시한 것이다. 탄소섬유 보강 콘크리트의 전단강도는 콘     

크리트의 전단강도, 전단철근의 전단강도 및 탄소섬유판     

의 전단강도의 합으로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1)

여기서 Vc는 콘크리트의 극한 전단강도, Vs는 전단철근    

의 전단강도, Vf  는 탄소섬유판의 전단강도, ψf는 탄소섬    

유판의 강도감소계수이다. 철근의 전단강도 Vs는 다음과    

같이 같다.

(2)

여기서 ns는 전단균열부의 스트럽의 개수, Av는 스트럽의    

Vn Vc Vs ψfVf+ +=

Vs ns Av fy αsin=

Fig. 9 Load-strain characteristics for stirrups (SCF-25I-* specimen 

series, 600 mm from support)

Table 4 Strains for the steel bars and CFRP strip

Sp.ID

Cracking Ultimate 

Stirrup

(µε)

CFRP

(µε)

Stirrup

(µε)

CFRP

(µε)

CONT 99.22 - - -

SCF-15U-NO 177 - - 1,094

SCF-25U-NO - - - 721

SCF-25I-NO 127 - - 1,147

SCF-12.5I-NO 103 - - 1,060

SCF-25I-A 139.2 - 1,254 954

SCF-25I-B 175.1 - 1,834 800
Fig. 11 Internal forces in CFRP strip and RC beam

Fig. 10 Failure mo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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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 fy는 철근의 항복강도이다. 또한 탄소섬유판의 전      

단 기여 강도 (Vf   )는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3)

여기서 Af  v는 탄소섬유판의 면적, ff  e는 탄소섬유판의 유          

효응력, Sf  는 탄소섬유판의 간격, df  는 탄소섬유판의 유          

효깊이이다. 탄소섬유판의 면적 Af  v는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4)

여기서 tf   는 탄소섬유판 두께이며 wf  는 탄소섬유판 폭의           

길이이다. 또한 부재의 극한 상태에서의 탄소섬유판의 인      

장응력 ff  e 는 다음과 같다.

 (5)

여기서 ε f  e는 부재의 극한상태에서 나타나는 탄소섬유판        

변형률 이며, Ef  는 탄소섬유판의 탄성계수이다.

본 연구에서는 탄소섬유판 철근콘크리트 부재에 대한     

실험을 실시하여, 보의 극한상태에서의 탄소섬유판 변형     

률을 도출하였으며, 그 결과는 전술한 바와 같이 Table       

4와 같다. 본 연구에서는 실험에서 도출된 탄소섬유판 유       

효응력을 기본으로 하여 극한 전단강도를 도출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5와 같다.

위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실험에서 도출된 탄소섬유판       

유효응력을 기본으로 하여 식 (5)로부터 도출된 전단강      

도는 실험으로부터 도출된 전단강도와 잘 일치하는 것으      

로 나타났으며, 전단강도비 (Vexp /Vanal)는 평균 0.97로 나       

타났다. 

 5. 결  론

1) 탄소섬유판으로 보강된 철근콘크리트 부재의 전단     

강성도 보강 되지 않은 그것에 비해 현저하게 증가       

하며, 그 증대 폭은 전단철근이 배근되지 않은 부재    

의 경우 약 80% 이상, 전단철근이 배근된 콘크리트    

부재의 경우 160% 이상의 증진효과가 있는 것으로    

본 연구결과 나타났다. 또한 탄소섬유판의 전단 보    

강 간격 및 보강 면적은 강도 증진 효과에 직접적    

으로 비례하지 않으며, 적은 량의 탄소섬유판으로    

보강했을 경우에도 전단강도의 증진효과는 매우 좋    

은 것으로 나타났다.

2) 탄소섬유판을 부재의 하단 부까지 연결하여 부착하    

는 U자 형태 및 부재의 측면부에만 부착하는 I자    

형태의 경우 모두 부재의 전단강도는 비슷하게 나    

타났다. 따라서 탄소섬유판으로 전단보강을 할 경    

우, 부재의 측면부에만 부착하는 것이 경제성 및 시    

공성을 고려할 때 유리할 것으로 사료된다.

3) 탄소섬유판 보강 콘크리트 부재가 극한 상태에 도    

달했을때, 섬유판의 극한 인장 변형률을 약 1,000정    

도 발생하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 나타났으며, 이는    

탄소섬유판의 최대변형률의 10%에도 미치지 못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탄소섬유판이 부재와    

일체거동을 할 수 있는 새로운 보강방식을 개발한    

다면, 전단 보강 능력을 획기적으로 향상 시킬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4) 본 연구에서는 탄소섬유판에 발생하는 변형률을 기    

본으로 하여 유효응력을 도출하였으며, 탄소섬유판    

으로 보강된 철근콘크리트 부재의 전단강도를 계산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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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탄소섬유판으로 보강된 철근콘크리트 부재의 전단거동 특성 및 파괴형상을 구명함에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탄소섬유판의 형상, 섬유판 부착 간격 및 전단보강 철근량 등의 변수를 포함하는 실험 연구가 수행         

되었다. 본 실험 결과 탄소섬유판으로 보강된 철근콘크리트 부재의 전단 강성은 보강되지 않은 보에 비해 현저하게 개         

선되며 최대 전단강도 증진율은 10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탄소섬유판은 전단균열의 발생 및 진전을 억제하며,         

적은 량의 탄소섬유판으로 보강했을 경우에도 전단강도의 증진 효과는 매우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탄         

소섬유판에 발생하는 변형률을 기본으로 하여 유효응력을 도출하였으며, 탄소섬유판으로 보강된 철근콘크리트 부재의         

전단강도를 계산하였다. 이는 실험 결과와 잘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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