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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C 부재 휨 실험에 의한 GFRP 보강근의 이음길이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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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Glass fiber reinforced polymer (GFRP) bars are sometimes used when corrosion of conventional reinforcing steel

bar is of concern. In this study, a total of 36 beams and one-way slabs reinforced using GFRP bars were tested in flexure. Four

different GFRP bars of 13 mm diameter were used in the test program. In most test specimens, the GFRP bars were lap spliced

at center. All beams and slabs were tested under 4-point loads so that the spliced region be subject to constant moment. Test vari-

ables were splice lengths, cover thicknesses, and bar spacings. No stirrups were used in the spliced region so that the tests result

in conservative bond strengths. Average bond stresses that develop between GFRP bars and concrete were determined through non-

linear analysis of the cross-sections. An average bond stress prediction equation was derived utilizing two-variable linear regres-

sion. A splice length equation based on 5% fractile concept was then developed. As a result of this study, a rational equation with

which design splice lengths of the GFRP bars can be determined, was proposed.

Keywords : GFRP bar, bond, lap splice, bar spacing, development

1. 서 론

철근콘크리트 휨 부재에서 철근의 부식이 우려되는 경

우, 미국, 캐나다 등에서는 이형철근을 대체하여 유리섬

유보강폴리머 (glass fiber reinforced polymer, 이하 GFRP)

보강근을 사용하는 설계가 증가하고 있다. GFRP 보강근

은 철근보다 높은 설계 인장강도를 갖고 있으나, 탄성계

수는 철근의 1/4~1/5 수준으로 낮다. 또한, 경량성, 비부

식성 및 비자기성 등의 우수한 공학적 성질을 갖고 있

는 반면에 낮은 탄성계수로 인한 과도한 처짐, 균열이

발생할 수 있고, 보강근의 선형거동으로 인한 취성파괴

가 문제점이다. GFRP 보강근은 이형철근에 비하여 고가

임에도 불구하고, 캐나다는 극한 기후로 인한 잦은 동해

방지용 염분 살포, 미국은 동남부의 고온다습한 기후 등

으로 인하여 철근의 부식이 현실적인 문제이며, 이에 따

라서 교량 상판 등에서의 GFRP 보강근 사용이 증가하

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추세에 맞추어 일본은 1997년,

미국은 2001년, 캐나다는 2002년 각각 FRP를 사용한 콘

크리트구조물의 설계 및 시공 지침을 처음 제시하였다.
1-4)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대 이후 FRP 보강근에 관한 연

구가 비교적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이러한 연구 결과

를 바탕으로 최근 학회를 중심으로 GFRP 보강근의 구

조설계법에 대한 연구가 진행 중이다.
5-7)

 국·내외적으로

GFRP 보강근의 정착길이에 관한 연구 결과는 전술한 선

진 외국의 설계 및 시공 지침을 포함하여 이미 다수 발

표되었으나
 
GFRP 보강근의 이음길이에 관하여는 뚜렷한

설계식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1-5,8)

 예를 들어서, 미국콘

크리트학회 (ACI)에서 FRP 재료를 담당하는 440 위원회

의 보고서는 이음길이로서 정착길이의 130%를 사용하도

록 규정하고 있다.
4)

캐나다 표준은 이음길이에 대하여 보강근 제작사의 사

양을 따르도록 권고하고 있다.
3)
 또한 일본 토목학회의

경우, 이형철근에 대한 이음길이 규정을 따르도록 되어

있다.
1) 
기존 이형철근에 비하여 고가인 FRP 보강근의 이

음길이에 대한 지나치게 보수적인 규정은 비경제적인 시

공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실험데이터에 근거한 보다 명

확한 이음길이 제안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 연구에서는 GFRP 보강근을 사용하여 총 36개의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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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일방향 슬래브의 휨 실험을 수행하였고, GFRP 보강

근의 부착강도를 정확히 산정하기 위하여 비선형 단면해

석을 수행하였다. 또한 통계적 기법을 사용한 부착강도

의 분석을 통하여 보다 논리적인 보강근의 이음길이 설

계식을 제안하였다.

2. 실험적 연구

2.1 사용 재료

2.1.1 GFRP 보강근

실험적 연구에서는 총 4종의 D13 GFRP 보강근이 사

용되었다. Fig. 1(a), (b)는 국외 상용 보강근으로서 각 보

강근 명칭 첫 글자 및 국가명을 사용하여 표기하였다.

Fig. 1(c), (d)는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보강근이다.
6,7)

 보강

근과 콘크리트 간의 부착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Fig. 1(a),

(d)는 섬유를 나선형으로 외부에 추가로 보강하였고, Fig.

1(b), (c)는 별도의 재료를 보강근 표면에 분사한 것을 알

수 있다. 이 연구에 사용한 보강근의 기계적 물성은 Table

1에 나타내었다. Fig. 2에 나타낸 것과 같이 실험에 사용

한 모든 보강근은 선형 인장거동을 보였다.

2.1.2 콘크리트

레미콘 공장으로부터 보통강도 콘크리트를 주문하여

실험체를 제작하였다. 휨 실험 수행 시 콘크리트의 압축

강도는 23.0~33.2 MPa이었다.

2.1.3 이형철근

두 가지 지름의 이형철근을 각각 다음 목적으로 사용

하였고, D10, D13 이형철근의 항복강도는 각각 450 MPa,

540 MPa이었다.

1) 보 및 일방향 슬래브 휨 실험에서 압축철근으로 각

각 D10, D13 사용,

2) 보 및 슬래브 실험체 양단부에서 전단보강근 (스터

럽)으로 D10 사용.

2.2 실험 준비

Table 2에 나타낸 것과 같이 총 25개 보의 휨 실험을

수행하였다. 보 실험에는 3종의 GFRP 보강근 (AsUS,

IsoCN, K2KR)을 사용하였고, 1개 보는 이음 없이 연속

된 보강근을 사용하였으며, 나머지 24개 보는 모두 중앙

부에서 보강근을 겹침이음하였다. 보 실험은 2차에 걸쳐

서 수행되었다. 1차 실험에서 보 길이는 3.3 m, 단면은

240 (b)×320 (h)이었고, 양 단부 각 0.15 m씩을 제외한

3 m 구간에 대하여 3등분점 재하를 실시하였다. 2차 실

험에서 보 길이는 4 m, 단면은 300 (b)×400 (h)이었고,

Fig. 3(a)에 나타낸 것과 같은 방법으로 4점 재하를 실시

하였다. 모든 보 실험에서 중앙부 (보강근 이음부)는 균

일한 모멘트를 받도록 하였다. Table 2와 같이 대부분의

보에서 균형철근비 수준의 보강근을 사용하였고, Fig. 3(a)

에 나타낸 바와 같이 부착강도를 보수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이음부에는 스터럽을 사용하지 않았다. 보 실험

에서 실험변수는 이음길이 (Ls = 15-70db), 하부 순피복

(cb = 12.7-50.8 mm), 철근 순간격 (2csi = 28.3-129 mm)이

었다. Fig. 3(b)에서 측면 순피복은 항상 30 mm로 고정

시켰음을 알 수 있다 (cso = 30 mm).

GFRP 보강근은 이형철근의 부식이 우려되는 경우 주

로 사용되므로 보 보다는 교량 상판에 적용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보 실험에 추가하여 총 11개의 일방향

Fig. 1 GFRP bars used in this study

Table 1 Mechanical properties of GFRP bars

AsUS IsoCN K2KR K3KR

Design tensile strength, ffu (MPa) 690 617 692 741

Elastic modulus, Ef (GPa) 40.8 42.0 37.2 49.3

Design rupture strain, εfu (%) 1.69 1.47 1.86 1.5

Cross-sectional area, Af (mm
2
) 145 129 113 127

Note: nominal diameter, db = 12.7 mm (all bars)

Fig. 2 Stress vs. strain: GFRP and steel reb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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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래브를 제작하여 보 실험과 유사한 방법으로 휨 실험

을 수행하였다. 1개 슬래브는 이음 없이 주근을 연속 배

근하였고, 나머지 10개 슬래브 중 9개는 100% 이음, 1개

슬래브는 일부 보강근을 겹침이음하였다. Table 3에서 슬

래브 실험의 변수는 이음길이 (Ls = 45, 60, 75db), 하부 순

피복 (cb = 30, 50 mm), 철근 순간격 (2csi = 49.6, 125 mm)

Table 2 Summary of test variables for beam tests

Beam index 
1

fck (MPa)
Beam

L (m)

Section

(b × h) (mm)

ρf
2

(%)

ρbal

(%)

No. of

splice
Ls/db

3 Net cover or spacing
4
(mm)

Remarks
cb cso 2csi

2As-L10db-c25

30.0 3.3 240 ×320 0.419 0.442 2

10

25.4 30.0 129
 100% 

splice

2As-L20db-c25 20

2As-L30db-c25 30

2As-L40db-c25 40

2As-L55db-c25 55

2As-L70db-c25 70

2Iso-L30db-c25

30.0 3.3 240 ×320 0.373 0.586 2

30

25.4 30.0 129
 100% 

splice

2Iso-L40db-c25 40

2Iso-L50db-c25 50

2Iso-L60db-c25 60

3K2-no splice 23.0 4.0 300 ×400 0.307 0.334 - -

25.4 30.0

101 No splices

3K2-L15db-c25

23.0 4.0 300 ×400

0.307

0.334

3

15

81.9

 100% 

splice

3K2-L30db-c25 30

3K2-L45db-c25 45

3K2-L60db-c25 60

3K2-L30db-c13 0.297 3 30 12.7 30.0 81.9

3K2-L30db-c51 0.329 3 30 50.8 30.0 81.9

4K2-L30db-c25 0.409 4 30 25.4 30.0 46.1

5K2-L30db-c25 0.512 5 30 25.4 30.0 28.3

4K2-L45db-c25 0.409 4 45 25.4 30.0 46.1

5K2-L45db-c25 0.512 5 45 25.4 30.0 28.3

3As-L15db-c25

23.0 4.0 300 ×400 0.394 0.363 3

15

25.4 30.0 81.9
 100% 

splice

3As-L30db-c25 30

3As-L45db-c25 45

3As-L60db-c25 60

Note: 1. 2As-L10db-c25, 2As = 2 AsUS bars, L10db = splice length (Ls) of 10db, c25 = 25-mm net bottom cover, 2. ρf = reinforcement

ratio, 3. Ls/db = (splice length/bar diameter), 4. cb = net bottom cover, cso = net side cover, csi = (clear spacing between bars/2).

Fig. 3 Beam test: cross sections and test set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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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이었다. 측면 순피복은 62.3 mm로 고정시켰다 (cso =

62.3 mm). 슬래브 실험에서는 보 실험과 달리 한 종류의

GFRP 보강근 (K3KR)만이 사용되었다. 또한, 이 연구에

서 피복두께 및 철근 간격에 대한 표기는 Fig. 5에 나타

낸 것과 같이 ACI 408 위원회의 표기방법에 따랐다.
9)

2.3 실험 및 계측 방법

보 및 슬래브 실험에서 이음부의 균열 양상을 보다 자

세히 관측하기 위하여 Fig. 3(c)와 같이 보 또는 슬래브

를 뒤집은 상태에서 실험하였다 (즉, 실험 시에는 인장

근인 GFRP 보강근이 상부에 위치하였다). 가력은 두 개

의 유압실린더 (500 kN)를 사용하였고, 3개의 LVDT를 사

용하여 중앙부 및 양단부의 처짐을 계측하였다. 단, 보

강근을 이음하지 않은 1개의 슬래브 (S-9K3-no splice)는

1,000 kN 용량의 액츄에이터를 사용하여 슬래브를 뒤집

지 않고 실험을 수행하였다. 그 이유는 GFRP 보강근의

탄성계수가 낮아서 주근을 이음하지 않은 슬래브의 경우,

휨 파괴시 처짐이 많이 발생하여 큰 stroke가 필요하였

기 때문이었다. 모든 실험에서 보강근 겹침이음부의 양

단에 변형률게이지를 부착하여 보강근의 인장변형률을

측정하였다. 또한 대부분의 실험에서 콘크리트 압축단의

변형률을 측정하였고, 데이터로거를 사용 측정된 모든 데

이터를 실시간으로 저장하였다.

2.4 실험 결과

2.4.1 보 파괴모드

Table 4에 보의 실험 결과를 나타내었다. 1차 보 실험

(10개)에서는 Fig. 6(a)에 나타낸 것과 같이 이음부의 양

단에 균열유도기 (crack inducer)로서 10 mm × 10 mm의

홈 (notch)을 설치하였고, 이 위치의 보강근 주위에 약

25 mm 길이의 PVC 관을 이용하여 콘크리트와 보강근

간의 부착을 제거하였고, 이 구간에 한 쌍의 변형률게이

지 (길이 5 mm)를 설치하였다. 목적은 이음부에 발생한

변형률을 정확히 측정함으로써 보강근의 응력을 결정하

고자 한 것이었다. 1차 보 실험의 모든 보 (10개)에서 첫

번째 휨 균열은 이음부의 양단으로부터 발생하였다. 하

중이 증가함에 따라 지점부에서 추가 균열이 발생하였고,

이후 휨 균열의 수 및 깊이는 증가하였다. 최대 하중에

가까워짐에 따라서 Fig. 6(b)와 같이 GFRP 보강근의 겹

침이음부에서 보강근을 따라서 종방향 인장균열이 모든

Table 3 Summary of slab test variable

Slab index
1

fck (MPa)
Section

(bxh) (mm)

ρf
2

(%)

No. of

splice
Ls/db

3 Net cover
4
 (mm)

Remarks
cb cso 2csi

S-9K3-no splice 33.2 750 × 250 0.713 -- -- 30 62.3 62.3 No splices

S-5K3-L45db-c30

26.5 750 ×250

0.396 5

45

30

62.3 125

100% splice

S-5K3-L60db-c30 60 Ditto

S-5K3-L75db-c30 75 Ditto

S-5K3-L60db-c30P 0.396 3 60 30 Partially spliced bars

S-5K3-L45db-c50 0.437 5 45 50 100% splice

S-9K3-L45db-c30

33.2 750 ×250

0.713

9

45

30

62.3 49.6

Ditto

S-9K3-L60db-c30 60 Ditto

S-9K3-L75db-c30 75 Ditto

S-9K3-L45db-c50
0.787

45
50

Ditto

S-9K3-L60db-c50 60 Ditto

Note: 1. S-5K3-L45db-c30, S = slab, 5K3 = 5 K3KR bars, L45db = splice length (Ls) of 45db, c30 = 30-mm net bottom cover, 2. ρf =

reinforcement ratio while ρb= 0.43% for five slabs with 5 GFRP bars and ρb = 0.516% for six slabs with 9 GFRP bars, 3. Ls/db = (splice

length/bar diameter), 4. cb = net bottom cover, cso = net side cover, csi = (clear spacing between bars/2).

Fig. 4 Slab test: cross sections and test setup

Fig. 5 Notation of bond cracks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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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Summary of test results: beam tests

Beam index

Test data Section analysis

utest / RemarksMult

(kNm)

Δ  at Mult

(mm)

Conc.

strain (%)

GFRP

strain (%)

Neutral

axis (mm)

Conc.

strain (%)

GFRP

strain (%)

utest

(MPa)

2As-L10db-c25 14.3 - 0.045 0.443 32.7 0.056 0.436 5.09 0.93 Side&face split

2As-L20db-c25 22.3 - 0.083 0.714 33.7 0.069 0.688 4.01 0.73 Ditto

2As-L30db-c25 25.8 - 0.102 0.883 34.1 0.106 0.789 3.07 0.56 Ditto

2As-L40db-c25 28.6 - 0.093 1.078 34.5 0.090 0.876 2.56 0.47 Ditto

2As-L55db-c25 39.8 - 0.154 1.124 36.4 0.135 1.227 2.60 0.48 Ditto

2As-L70db-c25 40.8 - 0.126 1.009 36.6 0.183 1.258 2.10 0.38 Ditto

2Iso-L30db-c25 30.7 - 0.099 0.925 32.9 0.139 1.076 3.65 0.67 Ditto

2Iso-L40db-c25 33.3 - 0.073 1.027 33.4 0.153 1.168 2.97 0.54 Ditto

2Iso-L50db-c25 35.1 - 0.109 1.007 33.7 0.163 1.232 2.51 0.46 Ditto

2Iso-L60db-c25 37.1 - 0.106 1.108 34.1 0.175 1.303 2.21 0.40 Ditto

3K2-no splice 94.1 81.3 0.301 1.446 - - - - - Flexure

3K2-L15db-c25 35.1 22.7 0.062 0.637 38.2 0.091 0.784 4.34 0.905 Side&face split

3K2-L30db-c25 47.2 34.9 0.094 0.916 39.6 0.127 1.057 2.92 0.609 Horizontal split

3K2-L45db-c25 60.8 45.9 0.094 1.052 41.7 0.175 1.369 2.52 0.525 Ditto

3K2-L60db-c25 64.7 50.0 0.122 1.191 42.5 0.190 1.456 2.01 0.420 Ditto

3K2-L30db-c13 47.3 32.8 0.077 0.711 40.0 0.120 1.023 2.83 0.59 Side&face split

3K2-L30db-c51 48.0 35.0 0.107 0.991 39.0 0.149 1.158 3.20 0.67 Horizontal split

4K2-L30db-c25 57.8 34.8 0.106 0.929 45.9 0.139 0.977 2.70 0.56 Ditto

5K2-L30db-c25 75.8 39.1 0.137 0.945 52.8 0.173 1.034 2.86 0.60 Ditto

4K2-L45db-c25 63.3 38.1 0.096 0.945 46.7 0.156 1.072 1.98 0.41 Ditto

5K2-L45db-c25 85.7 44.4 0.155 0.800 54.9 0.206 1.174 2.16 0.45 Ditto

3As-L15db-c25 40.7 31.1 0.098 0.758 44.5 0.111 0.607 4.72 0.99 Horizontal split

3As-L30db-c25 46.8 32.5 0.082 0.794 45.5 0.140 0.749 2.91 0.61 Side&face split

3As-L45db-c25 51.4 28.5 0.117 0.700 46.0 0.156 0.823 2.14 0.45 Ditto

3As-L60db-c25 63.4 51.6 0.101 1.075 47.7 0.202 1.018 1.98 0.41 Ditto

fck

Fig. 6 Failure modes: 1
st
 and 2

nd
 beam test s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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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측면에 발생하였다 (측면 쪼갬파괴, side split). 또한

대부분의 보에서는 Fig. 6(c)와 같이 일부 보강근을 따라

서 인장면 (face split)에도 균열이 발생하였다. 2개의 보

강근이 사용된 1차 보 실험은 Fig. 6(d)와 같이 보강근

간격이 피복 두께보다 크고 (cb < csi 또한 cso < csi), 이 경

우 예상과 같이 측면 및 전면 쪼갬파괴 (side-and-face

split)가 발생하였다.
10)

 균열발생은 보강근과 콘크리트 간

발생한 부착응력의 방사방향 분력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

다.
 
2차 보 실험 (15개)은 주근이 겹침이음되지 않은 한

개의 보를 포함하였다. 1차 실험과 달리 균열유도기를

이음부 한 쪽에만 설치하였다. 초기균열의 발생 양상은

1차 보 실험과 유사하였다. 2차 실험 대부분의 보에는 3-

5개 보강근이 이음되어 Fig. 6(e), (f)와 같이 보강근 간

격이 피복 두께보다 작았는데 (cb > csi 또한 cso > csi), 이

경우 보강근 면을 따라서 측면 쪼갬파괴 (side split)에 의

한 완전한 수평방향 쪼갬파괴 (horizontal split)가 발생하

였고, 일부 보강근에서 Fig. 6(e)와 같이 전면 쪼갬파괴

(face split)도 발생하였다.

2.4.2 슬래브 파괴모드

Table 5에 슬래브 실험 결과를 나타내었다. 보 실험과

달리 균열유도기가 사용되지 않은 슬래브 실험에서는 대

부분 지점부에서 첫 번째 휨 균열이 발생하였다. 이후

하중의 증가에 따라서 이음부 양단에서 휨 균열이 발생

하였고, 휨 균열의 수 및 깊이는 하중의 증가에 따라서

증가하였다. 5개 보강근을 사용한 1차 슬래브 실험에서

는 Fig. 7(a), (b)와 같이 가장자리 보강근으로부터 측면

및 전면 쪼갬파괴 (side-and-face split)가 발생하였고, 단

면 중앙의 보강근으로부터 face split도 동시에 발생하는 경

우가 많았다. 9개의 보강근을 사용하여 보강근 간격이 작

은 2차 슬래브 실험에서는 Fig. 7(c), (d)와 같이 horizontal

split이 발생하였다. 보강근이 연속된 S-9K3-no splice 슬

래브는 Table 5에 나타낸 것과 같이 큰 처짐 발생 후 전

단경간에서 전단파괴로 최종적으로 파괴되었다.

3. 실험 결과 분석

3.1 평균부착강도

GFRP 보강근이 이음되지 않은 보 (3K2-no splice)와

이음된 두 개의 보 (3K2-L30db-c25, 3K2-L60db-c25)의

휨거동을 Fig. 8에 비교하여 나타내었다. Fig. 8에서 모

든 보의 균열모멘트는 유사하고, 초기 휨균열이 발생한

후 휨강성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Table 4에 나타낸 것

Table 5 Summary of test results: slab tests

Slab index

Test data Section analysis
utest /

 
RemarksMult

(kNm)

Δ  at Mult 

(mm)

Conc.

strain (%)

GFRP

strain (%)

Neutral

axis (mm)

Conc.

strain (%)

GFRP

strain (%)

utest

(MPa)

S-9K3-no splice 161 133.1 1 1.60 45.9 0.404 1.48 - - Shear failure

S-5K3-L45db-c30 72.1 67.9 0.121 1.10 30.0 0.186 1.14 3.12 0.606 Horizontal split

S-5K3-L60db-c30 97.3 92.8 0.196 1.45 34.3 0.298 1.56 3.21 0.622 Side-&-face split

S-5K3-L75db-c30 105 91.6 0.209 1.46 36.2 0.345 1.69 2.78 0.539 Ditto

S-5K3-L60db-c30P 101 89.7 0.151 1.45 32.7 0.259 1.43 2.94 0.572 Ditto

S-5K3-L45db-c50 96.2 109.3 0.226 1.41 36.6 0.404 1.73 4.75 0.922 Ditto

S-9K3-L45db-c30 108 66.9 - 1.06 37.6 0.205 0.961 2.63 0.456 Horizontal split

S-9K3-L60db-c30 119 66.8 - 1.15 38.4 0.234 1.06 2.19 0.380 Ditto

S-9K3-L75db-c30 140 71.8 - 1.21 41.6 0.305 1.26 2.08 0.360 Ditto

S-9K3-L45db-c50 102 72.8 - 0.994 36.4 0.234 1.01 2.76 0.480 Ditto

S-9K3-L60db-c50 113 75.6 - 1.01 38.0 0.274 1.12 2.30 0.400 Ditto

fck

Fig. 7 Failure modes: slab te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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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이 3K2-no splice는 최대하중 94.1 kN 및 중앙부 처

짐 81.3 mm에서 휨 파괴되었다. 

보강근을 지름의 30배로 이음한 3K2-30db-c25 및 60

배로 이음한 3K2-60db-c25는 이음부의 콘크리트 쪼갬으

로 인하여 이보다 낮은 최대하중을 기록하였다. 3K2-

30db-c25의 최대하중 및 처짐은 각각 47.2 kN, 34.9 mm

이었고, 3K2-60db-c25의 경우 각각 64.7 kN, 50.0 mm이

었다. Fig. 8에 나타낸 세 개의 보는 모두 동일한 보강근

(K2), 보강근 수 (3), 및 피복두께 (c = 25 mm)를 갖고 있

다. 3K2-60db-c25가 3K2-30db-c25 보다 2배의 겹침이음

길이를 가짐에도 불구하고, 최대하중이 37.1%밖에 증가

하지 않는 것은 이음부 부착응력의 분포가 균일하지 않

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판단되었다. 보강근의 겹침이음부

에서 콘크리트와 보강근 간 비선형으로 발생하는 부착응

력의 분포는 정확히 알 수 없다. 따라서 부착강도를 평

가하기 위하여 평균부착강도 개념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

적이므로 이 연구에서도 먼저 보강근의 인장력 (Tf)을 결

정한 후, 다음식을 사용하여 평균부착강도를 구하였다.

(1)

여기서, utest =평균부착강도, Tf =보강근의 인장력, db =보

강근 지름, Ls =겹침이음길이이다.

식 (1)에서 보강근에 작용하는 인장력 Tf를 정확하게

결정하기 위하여 콘크리트의 비선형 재료적 성질을 고려

할 수 있는 Hognestad 응력-변형률 모델을 이용한 비선

형 단면해석을 수행하였는데, 실험결과 결정된 최대모멘

트 (Table 4, 5의 Mult)를 이용하여 단면의 중립축과 콘크

리트 압축변형률을 결정하였다.
11)

 이러한 단면해석의 결

과를 이용하여 보강근의 변형률 및 인장력을 결정하였고,

식 (1)을 사용하여 평균부착강도를 산정한 결과를 보 및

슬래브에 대하여 Tables 4 및 5에 각각 나타내었다. 

AsUS의 경우 utest의 범위는 이음길이에 따라서 1.98~

5.09 MPa, IsoCN은 2.21~3.65 MPa, K2는 1.98~4.34 MPa이

다. 또한 Table 5에서 K3의 평균부착강도는 2.08~

4.75 MPa이다. 한편 Tables 4, 5의 utest는 서로 다른 강도

를 갖는 콘크리트를 사용한 것이므로 부착강도를 콘크리

트 강도의 제곱근으로 나누어 utest / 로 비교하였다.

Fig. 9는 동일한 피복두께를 갖는 모든 보 실험체에 대

하여 평균부착강도를 나타낸 것이다. Fig. 9에서 평균부

착강도는 이음길이의 증가에 따라서 감소하고, 서로 다

른 종류의 보강근 간 부착강도는 유사함을 알 수 있다.

이는 서로 다른 표면 형태를 갖는 GFRP 보강근 간 부

착강도가 유사하다는 기존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12)

3.2 부착강도의 회귀분석

ACI 318에서 이형철근에 대한 정착 및 이음 설계식의

근간이 되는 Orangun 등
10)
의 연구에서는 부착강도에 영

향을 미치는 중요 인자로서 이음길이 (Ls) 및 피복두께

(C)를 정의하였고, 식 (2)의 기본식을 제안하였다.
 
또한

FRP 보강근의 정착 및 이음 설계식에 대한 ACI 440 위

원회 보고서의 근간이 되는 Wambeke 등
8)
의 연구에서도

동일한 기본식을 채택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2)

여기서, ucal =예측 평균부착강도 (MPa), cmin=최소 순피복

두께 (mm) = min [cb, cso, csi], db =보강근 지름 (mm),

Ls =  겹침이음길이 (mm)이다.

한편, Darwin 등
13)
은 철근 순간격은 피복두께에 비해

횡구속 효과가 더 크며, cb, cso, csi의 상대적인 비가 부

착강도에 영향을 주고, 부착강도는 식 (3)의 수정계수에

비례한다고 제안하였다.

 

(3)

여기서, cmax= max[cb, cs], cmin= min[cb, cso, csi], cs = min[cso,

csi + 6.4 mm]이다.

utest

Tf

πdbLs

--------------=

fck

ucalc

fck

----------- a
1

a
2

cmin

db

--------- a
3

db

Ls

-----+ +=

0.1
c
max

c
min

---------- 0.9+
⎝ ⎠
⎛ ⎞ 1.25≤

Fig. 8 Load vs. displ. of 3 beams: a beam with no splice vs.

2 beams with spliced bars

Fig. 9 Average bond strength vs. splice length: AsUS, IsoCN,

and K2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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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는 식 (2)를 기본 형태로 한 [case 1]과 식

(3)의 수정계수를 고려한 [case 2] 등 2가지 형태에 대해

총 34개 실험 결과를 이용한 2변수 선형 회귀분석을 실

시하였고 회귀분석 결과를 Table 6에 정리하였다.

회귀분석의 결과 [case 1]은 R
2
= 0.792의 비교적 높은

상관성을 보이며, 5%분위수 (실제 강도가 공칭강도를 초

과할 확률 95%에 대한 90%의 신뢰도)계수 n5% = 0.711

이었다. Fig. 10은 [case 1]의 회귀분석 결과에 따라 식

(2)를 통해 산정한 부착강도와 실험에서 구한 강도를 비

교한 그래프이다. GFRP 보강근의 종류, 실험체 형상 (보

또는 슬래브), 부착강도의 크기에 따른 편향된 경향 없

이 부착강도를 잘 예측함을 알 수 있다.

식 (3)의 수정계수를 고려한 [case 2]의 경우 R
2
= 0.828

로서 상관성은 더욱 개선되며, 5% 분위수계수 n5% = 0.747

로 [case 1]에 비해 5% 정도 향상되었다. 이형철근과 마

찬가지로 GFRP 보강근의 부착강도에도 식 (3)의 수정계

수가 영향을 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이 수정계

수를 사용할 경우 부착강도 예측식이 매우 복잡해지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ACI 318 및 440 설계식과 마찬가

지로 [case 1]을 이용하여 부착강도를 예측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고 판단되었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4)

여기서, ucal =예측 평균부착강도 (MPa), fck =콘크리트

설계기준강도 (MPa), cmin = min[cb, cso, csi], db =보강근

지름 (mm), Ls =겹침이음길이 (mm)이다.

3.3 GFRP 보강근의 설계식

3.3.1 이음설계식 유도

식 (4)는 보 및 슬래브의 휨 실험으로부터 얻어지고,

비선형 단면해석의 결과 결정된 평균부착강도를 통계적

으로 분석한 결과이다. 분석 대상인 모든 휨 부재에서

최종 파괴모드는 콘크리트 쪼갬이었다. 또한 분석에 포

함된 보 및 슬래브는 GFRP 보강근을 100% 이음하였고

(1개 슬래브만 부분 이음), 굽힘모멘트가 작용하는 구간

에 이음부가 위치하였고, 또한 보수적으로 부착강도를 평

가하기 위하여 스터럽을 사용하지 않았다. 식 (4)에 대한

5%분위수계수 n5% = 0.711을 사용하여 설계 평균부착강

도를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14)

 
(5)

한편 식 (1)은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6)

식 (5) 및 (6)은 평균부착강도에 대한 식이므로 두 식

의 우변을 비교하고, n5% = 0.711을 이용 이음길이에 대

하여 정리하면 다음 식이 얻어진다.

 

(7)

여기서, Ls =겹침이음길이 (mm), ffu = GFRP 보강근의 설

계인장강도 (MPa), c =최소 순피복두께 (mm) = min[cb, cso,

csi]이다. 또한, 1.0 ≤ cmin/db≤ 3.0이다.

단, 식 (7)이 유도된 보 및 슬래브 실험에서 최소 피복

두께는 1배 이상이었으므로 식 (7)에서 [cmin/db = 1.0] 이

상으로 제한하였다. 또한 피복두께가 증가함에 따라서 이

음길이는 감소하므로, 보수적으로 ACI 440과 같이 상한

선을 [cmin/db = 3.0]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었

다. 이 상한은 GFRP 보강근의 인발실험에서 파괴모드가

쪼갬으로부터 뽑힘 또는 보강근 파괴로 바뀌는 최소 피

복두께에 해당한다.
4)

3.3.2. ACI 440 정착설계식과의 비교

전술한 바와 같이 미국 ACI 440 위원회의 정착설계식

은 이 연구와 동일한 방법 (즉, 실험 결과의 통계적 처

리 기법)을 사용하였다.
4,8)

 ACI 정착 설계식은 총 67개의

보 실험 및 유사 보 실험 (보 단부 실험, notch 보 실험)

결과에 근거하였고, 쪼갬파괴된 실험 결과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따라서 Table 6에 나타낸 것과 같이 ACI 440 식

ucalc

fck

----------- 0.033 0.157
c
min

db

---------- 7.595
db

Ls

-----+ +=

udesign n
5% 0.033 0.157

cmin

db

--------- 7.595
db

Ls

-----+ +
⎝ ⎠
⎛ ⎞ fck=

u
Tf

πdbLs

--------------
Af ff

πdbLs

--------------
db ffr

4Ls

------------= = =

Ls

db

-----

2.24
ffu

fck

---------- 48.3–

0.210
c
min

db

----------+

-------------------------------------=

Table 6 Summary of regression analyses

Case
Regression variables Measured/calculated bond stress

a1 a2 a3 R
2

Mean Max. Min. COV (%) n5%

1 0.033 0.157 7.595 0.792 1.00 1.33 0.82 14.1 0.711

2 0.024 0.151 7.626 0.828 1.00 1.31 0.84 12.3 0.747

Note: n5% = 5% fractile coefficient

Fig. 10 Comparison between ucal and u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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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과 식 (7) 두 가지 식을 각각 정착설계식 및 이음

설계식으로 직접 비교가 가능한 것으로 사료된다.

Table 7에서 GFRP 보강근의 설계강도 ffu = 600 MPa,

fck = 25, 30, 40 MPa, 피복두께 c = 1.0~3.0로 변화시켰다.

예를 들어서 fck = 30 MPa의 보통강도 콘크리트인 경우 피

복두께에 따라서 Ld = 59.0~67.1db, Ls = 61.4~162.9db, Ls/

Ld = 1.04~2.43인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Table 7에서 Ls/

Ld는 피복두께가 작을수록 (c = 1.0) 커져서 최대 약 2.47

이고, 피복두께가 클수록 (c = 3.0) 작아져서 1.03~1.06인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Ls / Ld는 현행 설계기준의 시

방과 같이 일정한 상수 (예, ACI 440에서 모든 이음은

B급 이음이므로 Ls/Ld = 1.3)로 정해지는 것보다는 이 연

구의 식 (7)과 같이 콘크리트 강도 및 피복두께에 따라

서 보다 정확한 길이로 제안될 수 있다고 사료된다. Fig.

11은 Table 7을 그래프로 비교한 것이다.

4. 결 론

이 연구에서는 GFRP 보강근의 이음설계식을 유도하

기 위하여 총 36개 보 및 일방향 슬래브의 휨 실험을 수

행하였다. 실험 결과를 이용한 비선형 단면해석을 수행

하고, 보강근과 콘크리트 간 발생한 평균부착강도를 결

정하였다. 평균부착강도의 2변수 선형 회귀분석을 수행

하고, 5% 분위수 개념을 사용하여 GFRP 보강근의 이음

설계식을 제안하였다.

1) 이 연구에서 수행한 실험 결과의 비선형 단면해석

및 단면해석 결과의 통계적 분석을 통하여 식 (7)을

GFRP 보강근의 이음설계식으로 제안하였다.

2) 이 연구에서 제안된 이음설계식과 ACI 440 정착설

계식을 비교한 결과, 모든 겹침이음을 B급 이음으

로 가정하고 이음길이를 정착길이의 130%로 제안

한 현재 ACI 440 위원회의 권고 사항은 피복두께

가 작은 경우 비보수적이고, 반대로 피복두께가 큰

경우에는 비경제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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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이형철근의 부식이 우려되는 경우, GFRP 보강근의 사용이 사용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GFRP 보강근으

로 보강된 총 36개 보 및 일방향 슬래브의 휨 실험을 수행하였다. 4종의 GFRP 보강근을 실험에 사용하였고, 보강근 직

경은 13 mm이었다. 대부분의 실험체의 보강근은 중앙부에서 겹침이음되었다. 모든 보 및 슬래브는 4점재하 되었으므로,

이음부는 균일한 모멘트를 받도록 계획하였다. 실험변수는 이음길이, 피복두께 및 보강근 간격이었다. 보수적으로 부착

강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이음부에는 스터럽을 사용하지 않았다. 실험결과 보강근과 콘크리트 간 발생한 부착응력을 비

선형 단면해석을 통하여 결정하였다. 2변수 선형 회귀분석을 사용하여 평균부착강도의 예측식을 유도하였다. 5% 분위

수 개념을 사용하여 이음길이 설계식을 제안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로 이론적인 이음길이 설계식이 제안되었으며 결과

를 ACI 440 정착설계식과 비교하였다.

핵심용어 : GFRP 보강근, 부착, 겹침이음, 보강근 간격, 정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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