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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크리트를 충진한 FRP 합성 거더의 파괴 거동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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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is about manufacturing and producing girder, which is an essential component of bridge structure, in

a composite of FRP + concrete. This has a higher competitive power in price than steel girder. The girder used in this study is

made of glass fiber which has a lower elastic modulus than steel and thus has some technical limitations such as excessive deflec-

tion compared to steel girder and lack of production facilities in FRP production companies to make a large-section component

material. Thus, this study suggested a section of a new module that will allow for applying a large section in order to solve the

technical difficulties mentioned above and to secure low stiffness of FRP, developed a new FRP+concrete composite girder that

is filled with the appropriate amount of concrete. To identify the structural behavior of this FRP+concrete composite girder, exper-

iments were conducted to measure its flexural strength according to the difference in the strength of confined concrete and the exist-

ence of stud. The results of the flexural strength test confirmed the composite effect from confining concrete and the effect of

increase in strength proportional to the strength of concrete. In developing FRP+concrete composite girder, NDT study was also

conducted to analyze the interface characteristics of concrete and F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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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FRP (fiber reinforced polymer) 콘크리트 복합 구조 부

재 시스템은 구속 효과에 따른 콘크리트 인장 및 압축강

도, 휨강도, 연성, 부재내력 및 변형 능력의 개선에 큰 효

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그래서 철근콘크리트

부재에 비해 이론적 자중 감소 효과도 동일 활하중에 비

해 몇 배의 감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되

고 있다
1)

. 그래서 최근 FRP 부재를 인장부에 콘크리트를

압축부에 배치하여 두 재료의 장점을 극대화 시킨 FRP+

콘크리트 합성 구조에 대한 연구가 진행 중에 있다
2)
.

건설 분야의 구조물 중 교량의 경우 기둥, 거더, 바닥

판 등으로 구성된 뼈대 구조물이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이 중 가장 중요한 부재가 거더라 할 수 있다. 해외에서

는 이미 순수 FRP 또는 FRP+콘크리트 합성 부재들이 개

발되어 실 교량에 적용하는 연구 단계까지 이르렀다
3,4)

.

국내에서도 FRP 바닥판 및 콘크리트와 합성 기둥, FRP

텐던 등은 개발이 완료되었거나 진행 중에 있다
5-7)

.
 
그러

나, 뼈대 구조물에서 가장 중요한 FRP 거더는 국내에서

전혀 개발된 사례가 없다. 그 원인으로는 강재 단면에

비해 가격 경쟁력이 높은 유리섬유 제품의 탄성계수가

강재보다 작아서 강재 단면에 비해 처짐이 과대하게 발

생하므로 단면 크기가 커져야 하는 단점이 있기 때문이

다. 또한, 제품 생산 회사에서 단면이 큰 부재를 생산할

시설 투자의 여력이 없는 기술적인 제약 사항이 존재한

다는 것도 원인중의 하나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언급된 기술적인 문제점을 해결하

기 위하여 대형 단면의 적용이 가능하도록 모듈 형식의

단면을 제안하며, FRP의 낮은 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콘크리트를 충진하는 새로운 FRP+콘크리트 합성 거더

형상을 개발하였다. 개발된 FRP+콘크리트 합성 거더의

구조 거동을 파악하기 위하여 충진된 콘크리트 강도의

차이, 스터드의 유무에 따른 휨강도 실험을 실시하였다. 

2. 실험 개요

2.1 FRP 소형 모듈 시험체 제작

본 연구에서 제안한 FRP 소형 모듈을 제작하기 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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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다음과 같은 착안점을 두고 설계 및 제작하였다. 첫

째, 구조적으로 취약 부분인 웹과 플랜지가 만나는 부분

에 헌치를 두어 그 강성을 확보하도록 하였으며, 둘째,

섬유의 배열시 단일 섬유로 배열 될 수 있는 최적 단면

을 고려하였다. FRP 구조물의 섬유 배열에서 연속 섬유

로 제작되어야만 그 역학적 성능을 극대화 할 수 있으

므로 FRP 거더 모서리 부분을 모두 직선이 아닌 곡선의

형태로 제작하였다. 셋째, 경제성을 고려한 단면을 검토

하기 위하여 압축부와 인장부에 속이 빈 박스 형태를 취

하였으며, 넷째, 소형 모듈의 조립을 통한 대형 거더 생

산 가능한 단면 (요철을 배열)으로 계획하였다. 다섯째,

생산 업체의 생산 가능한 단면으로 제작하였으며, 여섯

째, 거더의 처짐을 줄일 수 있도록 압축부에 콘크리트

충진이 가능한 단면인지를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콘크

리트와 거더 간의 계면 부착강화를 위해 거더 내부에 스

터드 설치 가능한 단면이 가능하도록 제작하였다. 위의

착안 사항을 고려한 최적의 단면 및 형상을 Figs. 1~2에

나타내었다.

2.2 콘크리트 배합 설계

이 연구에서 개발한 FRP 거더의 경우 강성이 작은

GFRP (glass fiber reinforced polymer)의 특징상 처짐에

대한 사용성 평가 기준 이상의 값을 내포하고 있다. 따

라서 FRP 거더에 콘크리트를 충진 함으로써 강성을 좀

더 확보하고자 콘크리트 배합설계를 아래 Table 1과 같

이 실시하였다. FRP+콘크리트 합성 거더 개발에 사용되

는 35 MPa 강도의 콘크리트 제작 시 워커빌리티를 향

상시키기 위하여 고성능 감수제를 사용하였고, 빠른 조

기강도를 위하여 Q MAX-S 조강제를 사용하였다. 

2.3 실험 변수

FRP+콘크리트 합성 거더의 휨 실험에 사용된 시험체

의 명명 및 시험 변수를 아래 Table 2에 정리하였다. 총

19개의 시편을 제작하였으며, 콘크리트 강도 28 MPa,

35 MPa의 충진에 의한 변수와 스터드의 유무에 따른 거

더의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스터드의 경우 콘크리

트와 FRP 와의 계면에서의 특성을 파악하고, 콘크리트

와 FRP와의 부착성을 확보하고자 실험 변수로 설정하였다.

시험체의 크기는 160 × 300 × 2,000 mm로 제작하였으며,

시험체의 개수는 시험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하여 변수별

로 총 5개씩 제작하여 실험을 실시하였다.

FRP 거더에 스터드를 삽입하기 위하여 인발성형 공법

으로 스터드가 없는 순수한 FRP 거더를 생산한 후 핸드

레이업 공법을 이용하여 20 × 20 mm의 직사각형 스터드

를 제작하였다. 스터드가 있는 FRP+콘크리트 합성 거더

의 형상을 Fig. 4에 나타내었다.

2.4 실험 방법

FRP+콘크리트 합성 거더 휨강도 실험 시험체의 제원

및 하중 재하 방법, 센서 부착 위치를 Fig. 5에 나타내었

Table 1 Mix proportion of confined concrete

Type (strength) 

(MPa)

Max. size

(mm)

Slump

(mm)

Air

(%)

W/C

(%)

s/a

(%)

Unit volume (kg/m
3
)

W C S G
SP and Q MAX-S

(g/m
3
)

28 25 80 5 47 39.4 153.55 372.34 711.94 1026.55 370

35 25 80 5 40.9 38.2 154.68 472.87 671.16 1020.41 470

Fig. 1 A design drawing of FRP girder's module

Fig. 2 The final shape of FRP girder's mod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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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시험 방법은 4점 휨 실험으로서, 하중재하 속도는 1 ±

0.5 mm/min으로 하였다. 하중 가력판에는 응력 집중현상

을 피하기 위하여 탄성이 좋은 고무판을 덧대고 실험을

실시하였다. 센서는 거더의 옆면에 중립축을 확인 할 수

있도록 변형률 센서를 부착하였고, 중앙 지점과 1/4지점

상, 하부에 각각 변형률 센서와 변위센서를 부착하여 그

특성을 파악하였다. 

3. 실험 결과

FRP+콘크리트 합성 거더의 휨강도 실험 광경을 Fig. 6

에 나타내었으며, 휨강도 실험 결과를 정리하여 Table 3

에 나타내었다.

Table 2 The name of specimens and test parameters

Type Test parameter

Girder-1

Base specimens
Girder-2

Girder-3

Girder-4

Girder-C28-1

Filled with fck = 28 MPa

Girder-C28-2

Girder-C28-3

Girder-C28-4

Girder-C28-5

Girder-C35-1

Filled with fck = 35 MPa

Girder-C35-2

Girder-C35-3

Girder-C35-4

Girder-C35-5

Girder-SC28-1

Filled with fck = 28 MPa + Stud

Girder-SC28-2

Girder-SC28-3

Girder-SC28-4

Girder-SC28-5

Fig. 3 FRP girder filled with concrete

Fig. 4 The view of FRP+concrete with stud

Fig. 5 The test method and location of attached sensor

Fig. 6 The testing view of FRP+concrete

Table 3 Test results

Type

Initial crack Failure

Load

(kN)

Mid-deflection

(mm)

Load

(kN)

Mid-deflection

(mm)

GIRDER-1 131.8 6.14 383.5 10.26

GIRDER-2 125.1 5.03 386.2 10.87

GIRDER-3 285.3 7.3 416.6 11.38

GIRDER-4 251.2 7.03 362.9 10.75

GIRDER-C28-1 422.7 10.27 650 15.74

GIRDER-C28-2 470.3 11.7 643.9 16.13

GIRDER-C28-3 402.5 10.95 642 14.68

GIRDER-C28-4 456.8 12.24 631.4 18.70

GIRDER-C28-5 450.4 12.86 637.3 16.22

GIRDER-C35-1 523.1 12.55 696.7 17.04

GIRDER-C35-2 650.3 15.52 784.6 19.32

GIRDER-C35-3 582 14.15 698.3 16.98

GIRDER-C35-4 502 12.13 705.6 17.41

GIRDER-C35-5 577.1 13.63 714.9 17.26

GIRDER-SC28-1 455 14.04 602.1 17.31

GIRDER-SC28-2 418.4 11.73 578 16.84

GIRDER-SC28-3 350.3 8.49 603.3 17.87

GIRDER-SC28-4 480.3 11.04 625.6 14.44

GIRDER-SC28-5 542 13.09 632.7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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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콘크리트를 충진하지 않은 거더 실험 결과

 

콘크리트를 충진하지 않은 거더의 경우 파괴하중이

362.9~416.6 kN으로서, 최대변위 값은 10.26~11.38 mm로

측정되었고, 파괴 양상은 하중이 재하 되는 부분의 플랜

지 압축파괴가 발생하였다. 이는 대형 모듈로서의 조립

을 위하여 배치한 상부 플랜지 돌출 부분이 취약부로 작

용하였다. 이때의 파괴 모드는 하중재하 위치에서의 응

력집중에 의한 국부좌굴과 상부 플랜지의 섬유 직각 방

향 휨응력이 합성된 파괴로 평가된다. 이와 같은 파괴모

드는 기대하였던 섬유 방향의 휨압축응력에 의한 이상적

인 파괴는 아니었다. 따라서 FRP 부재와 같은 취성적인

직교 이방성 재료에서는 가능한 한 급작스런 변단면을

피하고, 하중 재하시에 응력집중 현상을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콘크리트가 충진되지 않은

거더의 휨강도 실험 데이터 중 대표적으로 GIRDER-3 시험

체의 결과를 Figs. 7~12에 나타내었다.

Figs. 8과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하중-변형률 곡선은

선형 탄성 범위의 거동을 나타내었으며, 1/4지점의 상부

플랜지 변형률의 경우 하중이 재하 되는 부분으로서 상

부플랜지가 국부좌굴이 발생되는 시점부터 인장을 받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하중-변위 곡선의 경우 Fig. 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선형 탄성 범위를 나타내었으며, 모든

시험체에서 취성적으로 파괴가 발생되었다. FRP 거더의

중립축의 계측 결과 평균 약 151 mm 정도 (바닥에서부

터)이었고, 하중이 증가함에 따라 중립축 역시 조금씩 위

로 상승하였다.

3.2 콘크리트 강도 28 MPa를 충진한 거더 실험 결과

콘크리트 강도 28 MPa로 충진한 거더의 경우 파괴

하중이 631.4~643.9 kN으로서 그때의 최대 변위는 12.68~

Fig. 8 Load-strain curve at 1/2 point of GIRDER-3

Fig. 7 The fracture view of GIRDER-3

Fig. 9 Load-strain curve at 1/4 point of GIRDER-3

Fig. 10 Load-deflection curve of GIRDER-3

Fig. 11 Neutral axis of GIRDER-3

Fig. 12 Crack and failure pattern of GIRDER-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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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1 mm로 측정되었다. 파괴양상은 모든 시편에서 지점

부 부분의 웹 섬유 직각 방향에서의 압축파괴가 발생되

었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단면으로 생산한 부재 길이가

단면 높이에 비해 다소 작아서 기대하였던 섬유 방향 휨

응력에 의한 파괴가 발생되지 않았다. 콘크리트를 충진

한 거더의 경우 콘크리트를 충진하지 않은 거더와 비교

해 볼때 파괴강도가 2배 정도 증가하였으며, 처짐 또한

감소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바람직하지 않은

상부 플랜지 압축부에서 국부 좌굴이나 섬유 직각 방향

휨응력파괴는 발생되지 않았다. 따라서 FRP 거더에서 콘

크리트 충진에 의한 합성 효과는 상당한 것으로 분석되

었다.

콘크리트 강도 28 MPa을 충진한 거더의 휨강도 실험

데이터 중 대표적으로 GIRDER-C28-2를 Figs. 13~18에

나타내었다.

28 MPa 강도의 콘크리트를 충진한 거더 역시 하중-변

형률 곡선은 선형, 탄성 범위를 나타내었으며, 압축부와

인장부의 변형률이 거의 대칭이었다. 초기 중립축 높이

는 밑면에서부터 158 mm이고 하중이 증가함에 따라 중

립축은 위쪽으로 조금씩 상승하였다.

3.3 콘크리트 강도 35 MPa를 충진한 거더 실험 결과

콘크리트 강도 35 MPa로 충진한 거더의 경우 파괴하

중이 696.7~784.6 kN으로서 28 MPa로 충진된 거더에 비

해 파괴하중이 다소 증가하였다. 처짐의 경우도 28 MPa

콘크리트로 충진된 거더에 비해 조금 감소됨을 확인 할

Fig. 13 The fracture view of GIRDER-C28-2

Fig. 14 Load-strain curve at 1/2 point of GIRDER-C28-2

Fig. 15 Load-strain curve at 1/4 point of GIRDER-C28-2

Fig. 16 Load-deflection curve of GIRDER-C28-2

Fig. 17 Neutral axis of GIRDER-C28-2

Fig. 18 Crack and failure pattern of GIRDER-C28-2



64│한국콘크리트학회 논문집 제20권 제1호 (2008)

수 있었다. 이때의 파괴모드는 28 MPa로 충진된 거더와

같이 지점부의 압축파괴가 발생하였다. 이와 같이 파괴

모드가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35 MPa로 충진된 거더가

파괴하중이 다소 증가한 이유는 큰 강성으로 인한 작은

처짐으로 지점부 응력집중 현상이 약간 감소한데 기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콘크리트 강도 35 MPa을 충진한 거더

의 휨강도 실험 데이터 중 대표적으로 GIRDER-C35-2

시험체 결과 값을 Figs. 19~24에 나타내었다.

35 MPa 강도의 콘크리트를 충진한 거더 역시 하중-변

형률 곡선은 선형, 탄성 범위를 나타내었으며, 압축부와

인장부의 변형률이 거의 대칭이었다. 하중-변위 곡선에

서도 Fig. 22에서와 보는 바와 같이 선형, 탄성적 거동을

나타내었다. 중립축의 변화에서는 압축부와 인장부가 대

칭적 형상과는 달리 비대칭 형상을 나타내었으며, 하중

이 증가함에 따라 중립축 역시 조금씩 위로 상승하였다.

3.4 콘크리트 강도 28 MPa을 충진하고 스터드가 있는

거더 실험 결과

스터드가 있고 콘크리트 강도 28 MPa로 채운 거더의

경우 초기균열은 350~480 kN 사이에 발생되었으며, 파괴

시하중은 578~632 kN으로 분석되었다. 스터드가 없는 시

험체의 결과 값과 비교해 볼 때, 극한하중 값은 다소 낮

게 처짐은 다소 크게 측정되었으나, 이는 FRP 제작시의

오차에 의한 영향으로 평가된다. 스터드의 유무에 따른

강성이나 강도 변화는 없는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스

터드가 있는 거더의 경우 거더의 파괴시 콘크리트가 단

면부에서 약간 돌출되는 현상을 줄일 수 있다. 파괴모드

가 휨파괴로 변경되면 극한상태에서 스터드가 없을 경우

Fig. 19 The fracture view of GIRDER-C35-2

Fig. 20 Load-strain curve at 1/2 point of GIRDER-C35-2

Fig. 21 Load-strain curve at 1/4 point of GIRDER-C35-2

Fig. 22 Load-deflection curve of GIRDER-C35-2

Fig. 23 Neutral axis of GIRDER-C35-2

Fig. 24 Crack and failure pattern of GIRDER-C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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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합부의 부착파괴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나,

그 경우에도 역시 스터드의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

상된다. 그 이유는 FRP에 의해 구속된 콘크리트의 바람

직한 역할로서 국부좌굴 방지 효과는 부착파괴와 무관하

게 충분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콘크리트 강도

28 MPa을 충진하고 스터드가 있는 거더의 휨강도 실험

데이터 중 대표적으로 GIRDER-SC28-2 시험체 결과 값

을 Figs. 25~29에 나타내었다.

본 연구에서 수행한 FRP+콘크리트 합성거더의 휨 실

험 결과 파괴양상에 있어서 기대하였던 파괴모드를 얻지

는 못하였지만, 그에 따른 소중한 경험과 기초 자료를

획득하였다. 파괴모드가 변경된 주된 이유는 대형 단면

으로 조립하기 위하여 소형 모듈에 요철부를 배치함으로

복잡한 단면으로 개발하였는데 이에 따른 응력집중 현상

이 발생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FRP 거더

에 콘크리트를 충진함으로서 강성 증진 효과를 Fig. 30과

같이 확인 할 수 있었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FRP 거더에 충진된 콘크리트 강도 조

건에 따른 거동 특성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

을 얻을 수 있었다.

1) 콘크리트를 충진하지 않은 거더의 경우, 대형 모듈

로서 조립을 위하여 배치한 상부 플랜지 부분의 돌

출 부분이 취약부로 작용하여 국부좌굴과 휨응력이

Fig. 25 The fracture view of GIRDER-SC28-2

Fig. 27 Load-strain curve at 1/4 point of GIRDER-SC28-2

Fig. 26 Load-strain curve at 1/2 point of GIRDER-SC28-2

Fig. 28 Load-deflection curve of GIRDER-SC28-2

Fig. 29 Crack and failure pattern of GIRDER-SC28-2

Fig. 30 Comparison of Load-deflection cur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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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되어 파괴되었다.

2) 콘크리트 강도 28 MPa로 충진된 거더의 경우, 파괴

는 시편의 지점부 부분의 웹 섬유 직각 방향에서

발생되었으며, 이 부분이 취약부로서 섬유보강이 필

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콘크리트를 채움에 의

한 FRP 거더와의 합성 효과를 확인 할 수 있었다.

3) 콘크리트 강도 35 MPa 로 충진된 거더의 경우 파

괴 모드는 28 MPa로 충진된 거더와 동일한 양상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동일한 파괴 모드에서도 파괴

하중이 다소 증가하였는데 이는 큰 강성으로 인한

작은 처짐으로 지점부 응력집중 현상이 약간 감소

한데 기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4) 스터드가 있고 콘크리트 강도 28 MPa로 충진된 거

더의 경우는 28 MPa로 충진된 거더와 거의 동일한

하중에서 파괴가 발생되었으며, 그 합성 효과 또한

비슷하였다. 그러나, 스터드의 영향으로 시험체 파

괴시 콘크리트가 단면부에서 약간 돌출되는 현상이

줄어듬을 확인할 수 있었다. 스터드의 효과는 피로

시험을 통하여 좀더 확인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된다.

결론적으로 연구 목적인 FRP+콘크리트 합성 거더 개

발의 콘크리트 충진에 따른 합성 효과와 콘크리트 강도

에 따른 강성 증진 효과를 확인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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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교량구조물의 핵심 부재인 거더에 대한 연구이다. 강재 거더에 비해 가격 경쟁력이 높은 유리섬

유 제품을 사용한 거더는 탄성계수가 강재보다 작아서 강재 단면에 비해 과대한 처짐이 발생되는 문제점과 FRP 생산

회사의 큰 단면 부재를 생산할 시설적 여력 부족의 기술적 제약 사항이 존재한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언급된 기술

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대형 단면의 적용이 가능하도록 모듈 형식의 단면을 제안하였으며, FRP의 낮은 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콘크리트를 충진하는 새로운 FRP+콘크리트 합성 거더를 개발하였다. FRP+콘크리트 합성 거더의 구조

거동을 파악하기 위하여 충진된 콘크리트 강도의 차이, 스터드의 유무에 따른 휨강도 실험을 실시하였다. 휨 실험 결과

FRP+콘크리트 합성 거더 개발의 콘크리트 충진에 따른 합성 효과와 콘크리트 강도에 따른 강성 증진 효과를 확인 할

수 있었다.

핵심용어 : 섬유보강복합재, 거더, 합성, 휨, F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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