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83

 Journal of the Korea Concrete Institute

Vol. 20, No. 3, pp. 383~391, June, 2008

GFRP 보강근의 부착파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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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s of concrete strength on bond-slip behavior and the failure mechanisms of glass fiber reinforced polymer

(GFRP) bar embedded in concrete under direct pullout were investigated in this study. Total of twenty seven specimens were pre-

pared by placing two different types of GFRP bars and conventional steel rebar in 25 MPa, 55 MPa, and 75 MPa concrete and

tested according to CSA S806-02. The test results showed that the bond strength of the GFRP rebars as well as the steel increased

with the concrete strength. However, the increase in the bond strength with respect to the concrete strength was not as significant

in the GFRP series as the steel, and it was attributed to the interlaminar failure mechanism observed in the GFRP test specim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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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콘크리트구조물의 가장 일반적인 인장 보강재는 철근

이라고 할 수 있다. 철근은 콘크리트와의 부착성, 열전

도성, 고인장강도 (콘크리트의 인장강도와 비교할 경우)

등의 이유로 지금까지 콘크리트구조물의 보강재로 널리

쓰여 오고 있다. 그러나 철근은 이와 같은 장점과 함께

중요한 단점을 갖고 있는데, 그 중의 하나가 쉽게 부식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최근 건축 및 토목 분야 (특히 비

부식이 요구되는 콘크리트구조물)에 FRP 보강근이 사용

되는 범위가 점차 확대되어 있다. 1960년대부터 항공 분

야 등 특수한 구조체에 사용되었던 섬유를 이용한 구조

보강재는 1990년대 이후에 본격적으로 건설 분야에 사

용되기 시작하였다. 섬유 보강재는 콘크리트에 혼입하여

사용하는 단섬유를 비롯하여 구조물을 외부에서 감싸서

보강하는 장섬유가 많이 사용되고 있다. 또한 철근이 부

식하기 쉬운 환경에서 철근을 대신하여 사용되는 섬유보

강근 (fiber reinforced polymer bars, 이하 FRP 보강근)

이 교량의 상판이나 염해를 입기 쉬운 지역의 건물에 사

용되고 있다. 이렇게 건설 분야에서 FRP에 대해 관심을

갖는 가장 큰 이유는 FRP가 전통적인 구조 재료인 강재

나 콘크리트에 비해 비부식성, 높은 인장강도 및 경량성

등의 장점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FRP 인장재는 재료의

종류에 따라서 유리섬유, 아라미드섬유 및 탄소섬유로 구

분된다. 3가지의 FRP 보강근 중에서 경제성 등을 고려

하여 현재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것은 유리섬유를 이

용한 FRP 보강근 (이하 GFRP)이다. FRP 보강근의 재료

적 장점을 활용하여 콘크리트구조물에 사용하기 위해서

는 무엇보다도 콘크리트와 FRP 보강근의 부착 성능을

평가하고 구조설계에서 요구하는 정착길이 및 이음길이

에 대한 제시가 필요하다. 

FRP 보강근의 부착성능에 대한 기존의 연구 결과에 의

하면 FRP 보강근은 섬유의 재질과 외부 돌기의 형상 등

의 영향을 받아 철근의 부착거동과 상이하다고 보고되고

있다. 특히 콘크리트의 압축강도가 FRP 보강근의 부착

강도에 미치는 영향은 기존의 연구자에 따라서 서로 다

르게 보고되고 있다. Achilides 연구
1)
에 의하면 콘크리트

압축강도 50 MPa 이후에 FRP 보강근의 부착강도는 거

의 증가하지 않는다고 발표하였지만 최근에 발표된 Okelo

등의 연구
2)
에 의하면 FRP 보강근의 부착강도는 철근과

유사하게 콘크리트 압축강도의 제곱근에 비례하여 증가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김태영 등
3)
이 보통강도 및 고강도에 배근

된 FRP 보강근의 부착거동을 실험에 의하여 평가하였지

만 실험에 사용된 콘크리트의 압축강도의 분포가 보통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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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 초고강도로 양쪽에 극단적으로 편중된 경향이 있으

며, 콘크리트에 배근된 FRP 보강근의 부착강도 증가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FRP 보강근의 부착파괴면 등에 대

한 연구가 보고되지 않았다. 

이 연구에서는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를 다양하게 변화

시킨 후에 FRP 보강근의 부착실험을 통하여 콘크리트의

압축강도가 FRP 보강근의 부착강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

악하였다. 특히 파괴된 FRP 보강근의 부착면을 조사하

여 콘크리트의 압축강도와 FRP 보강근 파괴면의 관계를

구명하였다. 

2. 실험 계획

2.1 사용 재료

실험에서는 3가지 종류의 보강근 (철근과 2가지 종류

의 유리섬유 FRP 보강근)의 부착거동을 비교하였다. FRP

보강근은 국내외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모래분사형 유

리 FRP 보강근 (이하 GFRP-SC, P사 제품)과 나선형 유

리 FRP 보강근 (이하 GFRP-HW, H사 제품)의 2종류를

사용하였다. 모래분사형 FRP 보강근은 Fig. 1 (a)와 같이

GFRP 주부재에 가는 모래를 접착재에 의하여 부착한 보

강근이며, 나선형 FRP 보강근은 Fig. 1 (b)와 같이 주부

재에 섬유를 나선형으로 부착하여 부착강도를 증대시킨

보강근이다. 실험에서 사용한 3가지 보강근은 공칭 직경

이 12.7 mm이며, GFRP 보강근은 섬유량이 70%인 제품

을 사용하였다. Table 1은 실험에서 사용한 철근 및

GFRP 보강근의 물리적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실험체에 사용된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는 3종류 (25, 55,

75 MPa)이며,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직접 배합설계를

통한 콘크리트 압축강도 시험 후 제작하였다. 콘크리트

의 압축강도를 시험하기 위해서 100 × 200 mm 공시체를

제작, 재령 28일 강도를 측정하였다. 최적의 배합비를 찾

기 위해 각 강도별 4가지의 배합비를 설계하여 각각 7

개씩 공시체를 제작하였으며, 압축강도 시험은 KS F 2405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방법)에 따라 만능재료시험기

를 사용하여 매초 0.2 MPa의 재하속도로 실시하여 콘크

리트 압축강도를 측정하였다. Table 2는 3가지 종류의 콘

크리트 압축강도에 대한 배합비를 표시하고 있다.

2.2 실험체 특성 및 실험 방법

실험체는 콘크리트 압축강도의 종류와 보강근의 종류

에 따라 Table 3과 같이 27개를 제작하였다. 실험체는 실

험 순서에 따라서 번호 1, 2, 3으로 구분하였다. 실험체

는 CSA S806-02 규격
4)
에 따라 제작하였으며, 콘크리트

타설 방향은 수직으로 하였다. 각각의 실험체의 크기는

Fig. 2와 같이 150 × 150 × 150 mm인 콘크리트 입방체로

하였고, 보강근을 수직으로 입방체의 중심축에 설치하였다.

실험체를 가력할 경우에 가력면에 접한 실험체면은 압

Table 1 Material properties of rebars

Bars Dia. (mm) Area (mm
2
) Fiber content (%) Specific gravity (g/cm

3
) Yield strength (MPa) Tensile strength (MPa) E (GPa)

Steel 12.7 126.7 - 7.90 410 560 200

GFRP-SC 12.7 129.0 70.0 2.04 N/A 690 42.0

GFRP-HW 12.7 144.8 70.0 2.00 N/A 617 40.8

Table 2 Composition and characteristics of concrete

Comp. strength

(MPa)
W/C (%)

Fine/coarse aggr.

(%)

Compositions (kg/m
3
)

Cement Water Fine aggr. Coarse aggr. Silica fume Air content

25.6 53 40 319 172 868 945 - -

56.3 40 35 523 209 569 1040 52.3 -

75.7 32 38 530 186.5 629 1026 53 10.6

Table 3 Test specimens

 Compressive strength

of concrete

Bars

25 MPa 55 MPa 75 MPa

Steel

1 F25A1 F55A1 F75A1

2 F25A2 F55A2 F75A2

3 F25A3 F55A3 F75A3

GFRP-SC

1 F25B1 F55B1 F75B1

2 F25B2 F55B2 F75B2

3 F25B3 F55B3 F75B3

GFRP-HW

1 F25C1 F55C1 F75C1

2 F25C2 F55C2 F75C2

3 F25C3 F55C3 F75C3
Fig. 1 FRP b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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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력을 받게되므로 가력면과 접하는 부분에 고무호스를

삽입하여 보강근이 콘크리트와 부착되지 않게 하였다. 보

강근의 부착 길이는 CSA S806-02 규격에 따라서 보강

근 직경의 4배로 하여 Fig. 2와 같이 50.8 mm가 되게 하

였다. 부착 및 비부착 구역을 포함하여 보강근의 전체

길이는 810 mm였다. 이 중에서 콘크리트 입방체에서 그

립까지 길이는 인장시험의 시편길이인 40d (50.8 mm)이

고, 그립 길이는 302 mm이다.

굳지 않은 콘크리트 골재의 침하현상이 부착강도에 영

향을 줄 것을 고려하여 콘크리트를 부어 넣는 면 (보강

근이 돌출되는 부분)이 가력면이 되게 하였다. 가력면에

닿는 콘크리트의 바닥면을 평활하게 하기 위하여 콘크리

트 타설 후 가력면을 캡핑하였다. 캡핑은 콘크리트 타설

후 4~6시간이 경과된 후, 표면의 레이턴스를 제거한 다

음 실시하였다.

GFRP 보강근의 부착특성 시험은 CSA S806-02 규준
4)

에 따라서 실시하였다 (Fig. 2). 각 하중 단계에 대응하

는 변위 (미끌림)를 측정하기 위하여 3개의 LVDT를 설

치하여 하중점에서 측정되는 하중단 미끌림과 GFRP 보

강근의 매립 단부에서 측정되는 자유단 미끌림으로 구분

하여 측정하였다. 하중단 미끌림은 GFRP 보강근의 하중

단에 180
o
 간격으로 2개의 LVDT를 설치하여 측정하였

으며, 자유단 미끌림은 하중작용점의 반대면 GFRP 보강

근에 1개의 LVDT를 설치하여 미끌림을 측정하였다. 

실험체를 가력할 때 보강근의 수직을 유지하기 위하여

ASTM에서 제안한 Fig. 3과 같은 반구형 힌지 형태인 구

좌 (spherical seat)를 제작하여 사용하였다. 또한 GFRP

보강근은 강성이 작아서 인장력이 가해지는 가력면 (그

립 부위)부근에서 보강근 자체가 으스러져 파괴되는 경

우가 있으므로, Fig. 4와 같은 특수 그립을 제작하여

GFRP 보강근 그립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국부 압축파

괴를 방지하였다.

3. 실험 결과

3.1 보강근의 부착응력-미끌림 관계

모든 실험체는 보강근의 뽑힘 파괴에 의하여 파괴되었

다. 실험체 중에서 철근 F75A1과 F75A2는 변위계의 문

제로 최대부착응력-미끌림 관계까지만 측정하였고 그 이

후의 거동은 측정할 수 없었다. Fig. 5는 콘크리트의 압

축강도가 25 MPa, 55 MPa, 75 MPa인 경우의 철근과 FRP

보강근의 부착응력-미끌림 관계를 나타낸다. 부착응력은

τ = P / (dlπ) (P =보강근이 받는 인장력, d =보강근의 직

경, l =묻힘길이) 식으로 계산된 값이며, 미끌림 값은 자

유단에 설치된 LVDT를 사용하여 계측한 값이다 (Fig. 2).

철근의 부착응력-미끌림 관계는 Eligehausen 등
5)
의 실

험 결과와 유사하게 철근과 콘크리트 사이에 접착력이

작용하는 초기에는 거의 미끌림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그

이후에는 미끌림이 점점 증가하였다. 최대 부착응력에 도

달한 이후에 철근의 미끌림은 급격하게 증가하였으며 미

끌림의 증가와 함께 부착응력이 감소하였다. 철근이 최

대부착응력에 도달한 이후에 부착응력의 감소비율은 약

22%로 나선형 FRP 보강근에 비하여 철근의 부착응력은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모래분사형 GFRP 보강근의 초기 부착응력-미끌림 관

Fig. 3 Spherical seat

Fig. 2 Specimen dimensions and test setup

Fig. 4 Gr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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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는 철근의 부착응력-미끌림 관계와 유사하였다. 보강

근과 콘크리트의 접착력이 작용하는 구간에서는 미끌림

이 거의 발생하지 않았지만 접착력을 상실한 이후에 미

끌림이 점차 증가하였다. 모래분사형 GFRP 보강근의 부

착강도는 철근의 부착강도보다 낮았다. 모래분사형 GFRP

보강근은 최대부착응력에 도달한 이후에 급격하게 부착

응력이 감소하였다. 

나선형 GFRP 보강근은 철근과 모래분사형 GFRP 보

강근과 다소 상이한 부착거동을 나타내었다. 접착력을 상

실한 이후에 부착응력은 서서히 증가하였으며 최대 부착

응력에 도달했을 때의 미끌림은 철근과 모래분사형 GFRP

보강근의 미끌림보다 약 4배 이상이었다. 또한 최대 부

착응력에 도달한 이후에 철근이나 모래분사형 GFRP 보

강근에 비하여 매우 완만하게 감소하였다. 

콘크리트의 압축강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철근과 GFRP

보강근의 부착강도는 증가하였다. 그러나 GFRP 보강근

의 부착강도의 증가 비율은 철근의 부착강도 증가비율에

비하여 작았다. Table 4에는 실험에서 측정된 부착강도

및 부착강도에 상응하는 미끌림 관계를 나타내었다.

Fig. 5 Bond stress versus slip curves of test specimens

Table 4 Bond strengths and corresponding slips

Specimens

Bond

strength

(MPa)

Slip (mm) Specimens

Bond

strength

(MPa)

Slip

(mm)

F25A1 24.59 0.66 F55B3 22.63 0.43

F25A2 22.77 0.56 F55C1 21.45 5.15

F25A3 24.79 0.47 F55C2 18.51 6.81

F25B1 20.40 0.31 F55C3 19.90 3.09

F25B2 18.70 0.47 F75A1 37.53 1.63

F25B3 20.17 0.40 F75A2 35.50 -

F25C1 17.67 5.50 F75A3 34.90 -

F25C2 20.41 4.70 F75B1 23.36 0.09

F25C3 18.59 3.71 F75B2 24.67 0.08

F55A1 29.28 0.72 F75B3 25.20 0.15

F55A2 30.28 0.74 F75C1 23.03 3.53

F55A3 31.31 1.08 F75C2 25.00 3.57

F55B1 22.15 0.21 F75C3 23.02 4.81

F55B2 19.39 0.3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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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GFRP 보강근의 부착파괴 형태

서론에서 지적한 것과 같이 기존 연구에 의하면 GFRP

보강근의 부착강도는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약 50 MPa

이상에서는 증가하지 않는다는 연구와 50 MPa 이후에도

콘크리트의 압축강도의 증가와 함께 부착강도가 증가한

다는 실험 결과로 나누어져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상반된 이견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하중

가력을 종료한 후에 실험체를 절단하여 GFRP 보강근의

부착파괴 형태를 조사하였다. 

Fig. 6 (a)에 도식적으로 나타낸 것과 같이 콘크리트에

묻힌 철근은 철근과 콘크리트의 2가지 재료로 구분된다.

즉 이형철근의 마디나 리브도 철근 보강근과 동일한 성

질의 재료이기 때문에 재료는 콘크리트와 철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러나 콘크리트에 묻힌 GFRP 보강근은 철근

과 다르게 3가지의 이질 재료로 구성되어 있다. 즉, 콘

크리트, 섬유보강근, 섬유보강근의 외피 (matrix)이다. 외

피는 일반적으로 섬유보강근과 다른 재료 (레진)를 사용

한다. 따라서 콘크리트에 묻힌 철근의 부착파괴면은 콘

크리트와 철근사이의 부착면 (1면)이 되지만 콘크리트에

묻힌 GFRP 보강근의 부착파괴면은 Fig. 6 (b)와 같이 2

면에서 파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1) Interface 1 : 콘크리트와 보강근 외피 사이의 부착면

2) Interface 2 : 보강근 외피와 섬유 보강근 자체 사이의

부착면

1면의 부착면을 갖고 있는 철근은 콘크리트의 압축강

도가 증가하여도 철근보다 콘크리트의 강도가 낮기 때문

에 파괴는 항상 콘크리트 면에서 발생한다. 따라서 철근

의 부착강도는 콘크리트의 압축강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증가하게 된다. 그러나 2면의 부착파괴면을 갖고 있는

GFRP 보강근의 부착강도는 콘크리트의 압축강도와 외

피의 접착강도에 따라서 파괴의 면이 달라질 수 있다.

Fig. 7은 철근과 GFRP-SC 보강근의 파괴면 사진이다.

Fig. 7 (a)에서 철근의 파괴면은 고강도콘크리트의 경우

에도 철근의 마디 주변에서 콘크리트가 부분 압축파괴함

을 알 수 있다. 그러나 GFRP 보강근의 파괴면은 Fig. 6

(b)에서 정의된 것과 같이 Interface 1과 Interface 2의 두

면에서 파괴가 발생함을 알 수 있다 (Fig. 7 (b)).

Fig. 8은 콘크리트의 압축강도가 각각 25 MPa, 55 MPa,

75 MPa에 배근된 GFRP 보강근의 파괴면 사진을 나타낸

다. 그림에서 보통강도와 고강도콘크리트에 배근된 GFRP

보강근의 파괴면이 서로 상이함을 알 수 있다. 보통강도

콘크리트에 배근된 GFRP 보강근은 주로 Interface 1이

파괴되었지만, 고강도콘크리트에 배근된 GFRP 보강근은

주로 Interface 2에서 파괴가 발생하였다. 이와 같이 콘크

리트의 압축강도에 따라서 부착파괴면이 달라지는 이유

는 다음과 같이 추정할 수 있다. 보통강도 콘크리트에

배근된 GFRP보강근의 경우, 콘크리트의 접착력이 작기

때문에 파괴는 콘크리트와 보강근 외피 사이인 Interface

1에서 발생한다. 고강도콘크리트의 접착력은 보통강도 콘

크리트의 접착력에 비하여 크므로 콘크리트 압축강도가

증가함에 따라 GFRP 보강근의 파괴는 콘크리트와 외피

사이의 파괴면 (Interface 1)에서 외피와 섬유보강근 자체

의 부착면 (Interface 2)으로 바뀌게 된다.

5. 고강도콘크리트의 영향

5.1 GFRP 보강근의 외피파괴비율 

Fig. 8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콘크리트 강도가 증가할Fig. 6 Bond failure interfaces of bars

Fig. 7 Photos of bond failure interfa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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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 Interface 2의 파괴 면적이 증가한다. 콘크리트의 압

축강도와 부착파괴면의 관계를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위

해서 Interface 2의 파괴면적을 보강근의 전체 부착면적

으로 나누어 식 (1)과 같이 외피파괴비율로 정의하여 측

정하였다. 

Table 5는 실험에서 측정된 외피파괴비율을 나타내며,

Fig. 9는 외피파괴비율과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관계를 나

타낸다. 그림에서 콘크리트의 압축강도가 증가함에 따라

서 모래분사형 GFRP와 나선형 GFRP의 부착파괴면은

Interface 1에서 Interface 2 (섬유외피와 보강근 자체 사

이의 부착면)로 보강근 자체의 부착력과 콘크리트와 섬

유외피사이에 작용하는 부착력의 상호관계에 따라서 변

화함을 알 수 있다. 

5.2  콘크리트의 압축강도와 부착강도의 관계

Fig. 10은 콘크리트의 압축강도와 보강근의 부착강도

의 관계를 나타낸다. Fig. 10 (a)에서 철근의 경우 부착

강도는 콘크리트의 압축강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일정하

게 증가함을 알 수 있다. 모래분사형과 나선형 GFRP 보

Fig. 8 Photos of bond failure interfaces (25, 55, 75 MPa)

외피파괴비율 =
Interface 2 파괴면적

(1)
전체부착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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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근의 부착강도도 콘크리트의 압축강도가 증가함에 따

라서 증가하였다. 그러나 GFRP 보강근의 부착강도의 증

가는 철근에 비하여 크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부착강도의 증가가 콘크리트의 압축강도에 따라서 다른

이유는 앞에서 이야기한 두 재료의 부착 파괴 메커니즘

의 차이 때문으로 판단된다. 

ACI
6)
 및 CEB-FIP

7)
에서는 철근의 부착강도를 식 (2)와

같이 표현하여 계산하고 있다.

(2)

여기서 µ는 최대 부착응력, fck는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a

µ a f
ck

( )
β

=

Table 5 Delaminated area

Specimens
Total bond area 

(mm
2
)

Interface 2

delamitated area

(mm
2
)

Rate (%)

F25 series

F25B1 3005 640 21.3

F25B2 3105 1557 50.14

F25C1 3116 665 21.34

F25C1 2849 422 14.81

F55 series

F25B1 2880 1526 52.99

F25B1 3019 1877 62.17

F25C1 2626 1477 56.24

F25C1 3088 2178 70.53

F75 series

F25B1 2872 2743 95.50

F25B1 3182 2990 93.96

F25C1 3041 2671 87.83

F25C1 2869 2415 84.17

Fig. 9 Delaminated area at interface 2 vs. compressive

strength of concrete

Fig. 10 Bond strength vs. compressive strength of concre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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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보강근의 부착강도에 영향을 주는 보강근의 직경, 위

치 등의 영향이 포함되어 있다. β는 콘크리트의 압축강

도가 철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변수로 1/2에서 2/3까

지 변화한다. ACI
6)
나 CEB-FIP

7)
에서는 β를 0.5로 하여

철근의 부착강도가 에 비례하여 증가하는 식을 사

용하고 있다. 한편 GFRP 보강근에 대해서는 Achilides
1)

는 콘크리트 압축강도 50 MPa 이후에 FRP 보강근의 부

착강도는 거의 증가하지 않는다고 발표하였고, Okelo 등
2)
은 철근과 유사하게 에 비례하여 증가한다고 보고

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본 연구에서 실시한 실험 결과와 김태

영 등
3)
이 발표한 연구의 실험 결과를 포함하여 콘크리

트의 압축강도와 GFRP 보강근의 부착강도의 관계를 조

사하여 Fig. 11에 나타내었다. Fig. 11에서 철근은 ACI와

CEB-FIP의 부착강도식과 유사하게 에 비례하여 변

화함을 알 수 있다. 한편 GFRP 보강근의 부착강도는 김

태영 등의 제안식과 유사하게 β = 0.3에 비례하여 증가함

을 알 수 있다. 연구자에 따라서 이와 같이 GFRP 보강

근의 부착강도와 콘크리트 압축강도와의 관계가 차이가

나는 이유는 콘크리트 압축강도의 차이 (Achilides의 연

구는 모두 실험체의 콘크리트 압축강도가 60 MPa 이하

의 실험 결과에 근거)와 콘크리트의 성분 및 보강근의

종류 등에 기인 한것으로 판단되며, 보다 신뢰할 만한

GFRP 보강근의 부착강도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도 많은 실험 및 해석적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5.3 콘크리트의 압축강도와 미끌림 관계

Fig. 12는 콘크리트의 압축강도와 보강근이 최대 하중

에 도달했을 때의 미끌림 (이하 최대 미끌림)의 관계를

나타낸다. Fig. 12에서 나선형 GFRP 보강근의 최대 미

끌림은 철근이나 모래분사형 GFRP의 최대 미끌림에 비

하여 매우 큼을 알 수 있다. 나선형 GFRP 보강근의 최

대 미끌림은 약 4 mm였지만, 철근이나 모래분사형 GFRP

의 최대 미끌림은 약 1 mm 전후였다. 이러한 최대 미끌

림의 차이는 GFRP 보강근이 철근이나 모래분사형 GFRP

와 다른 부착파괴 메커니즘을 가짐을 나타낸다. 앞서 언

급했듯이 철근이나 모래분사형 보강근의 경우 작은 미끌

림에서 일어날 수 있는 콘크리트의 부분 압축파괴와

Interface 1과 Interface 2에서 발생하는 접착면파괴에 의

한 것으로 사료되나, 나선형 GFRP 보강근의 경우 표면

에 존재하는 완만한 나선형홈 (groove)의 영향으로 콘크리

트와 나선형 GFRP 보강근 사이의 mechanical debonding은

보다 긴 미끌림을 저항하며 점진적으로 진행됨을 알 수

있다. 

실험체의 최대 미끌림의 분포는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가 증가함에 따라서 다소 증가하였고, 보강근의 최대 미

끌림은 GFRP 보강근의 경우 다소 감소하였으나 철근의

경우 작은 증가를 보였다. 

 

6. 결 론

이 연구에서는 고강도콘크리트가 GFRP 보강근의 부

착강도에 미치는 특성을 조사하였다. 콘크리트의 압축강

도를 3종류로 구분하여 모두 27개의 실험체에 대한 부

착강도를 비교하였다. 특히 실험체를 절단하여 철근과

GFRP 보강근의 부착파괴의 특성을 조사하였다. 이 연구

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GFRP 보강근의 부착파괴면은 보강근의 외피를 중

심으로 2개의 면으로 구분될 수 있다. 각각의 부착

면은 콘크리트의 접착력과 외피 (레진)의 접착력의

상호관계에 의하여 결정되었다. 콘크리트의 압축강

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모래분사형 GFRP와 나선형

GFRP의 부착파괴면은 콘크리트와 외피 사이의 면

(Interface 1)에서 섬유외피와 보강근 자체 사이의 부

착면 (Interface 2)으로 변화하였다. 

2) GFRP 보강근의 부착강도는 부착파괴면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실험에서 관찰된 외

피파괴비율에 근거하여 판단할 때, 보강근과 외피

의 접착력을 증대시킬 경우에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f
ck

f
ck

f
ck

Fig. 11 Bond strength vs. compressive strength of concrete of

all test results

Fig. 12 Slip vs. compressive strength of concre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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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증가함에 따라서 GFRP 보강근의 부착강도가 증

가할 것으로 판단된다.

3) GFRP 보강근의 부착강도는 콘크리트의 압축강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증가하였다. 하지만 증가비율은 철

근의 부착강도의 증가비율에 비해서는 낮았다. 이

번 연구에 사용된 GFRP 보강근의 경우 부착강도가

콘크리트 압축강도의 0.3승에 비례하였다. 하지만

GFRP 보강근의 형태와 표면처리에 따라 부착강도

의 특성이 변할 수 있으므로 보다 다양한 변수에

대한 GFRP 보강근의 부착거동에 대한 연구가 지속

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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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이 연구에서는 콘크리트의 압축강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변화하는 GFRP 보강근의 부착 특성을 조사하였다.

실험에서는 3종류의 콘크리트에 배근된 27개의 보강근의 부착응력-부착미끌림 관계를 측정하였다. 하중가력이 종료한

후에 실험체를 절단하여 고강도콘크리트가 GFRP 보강근의 부착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실험 결과에 의하면 GFRP

보강근의 부착파괴면은 철근과 상이하게 2개의 면으로 구분되었다. 파괴면은 콘크리트와 외피 사이의 파괴면과 외피와

섬유보강근 사이의 파괴면으로 구분 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GFRP 보강근의 부착파괴면은 콘크리트의 압축강도가 증

가함에 따라서 콘크리트의 접착력과 외피의 접착력의 상호관계에 따라서 달라졌다. GFRP 보강근의 부착강도는 콘크리

트의 압축강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증가하였지만, 증가 비율은 철근의 부착강도보다 낮았다.

 핵심용어 : 유리섬유보강근, 부착강도, 고강도콘크리트, 부착파괴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