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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적 합성이 적용된 FRP-콘크리트 합성 바닥판의 거동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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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FRP-concrete composite deck, an innovative system, is composed of concrete in the top and FRP panel in the bot-

tom. Bottom FRP panel can reduce self weight and improve workability. This system requires strong connection between FRP and

concrete. Therefore coarse sand coating was previously applied on FRP to improve the bonding. In this study, concrete wedge

method is newly introduced to enhance both vertical bond and fatigue performance. Three FRP-concrete composite deck specimens

with the concrete wedges were manufactured, and static and fatigue tests were carried out. The results showed that the new FRP-

concrete composite deck satisfied deflection and crack width limits set by the design codes. And the fatigue test showed that the

composite deck was capable of two million load cycles under 50% of its static strength. Based on the results, it can be concluded

that that this new system has outstanding mechanical and durability performance, and therefore, satisfactorily be used in designing

FRP-concrete composite deck.

Keywords : concrete, FRP, composite deck, mechanical connection, coarse sand coating

1. 서 론

1990년대 후반부터 주로 항공우주 및 조선산업에 사용

되던 복합재료(fiber reinforced polymer, FRP)를 구조부재

로 활용하고자 하는 연구가 해외 선진국을 필두로 하여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다. 국내에서는 2000년대 초반부터

복합재료를 교량에 이용하려는 연구가 시작되었으며, 그

결과로서 복합재료를 활용한 교량이 시공되어 차량이 통

행하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전체가 복합재료로 제작된

FRP 바닥판이다. 이에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는 2002

년도부터 Fig.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순수 FRP 바닥판과

철근콘크리트 바닥판의 장점을 함께 갖는 FRP-콘크리트

합성 바닥판(FCCD : FRP-concrete composite deck)에 대

해서 연구해 왔다.
1)
 이 바닥판은 FRP 바닥판과 기존의

철근콘크리트 바닥판을 합성한 형태이다. 즉, 바닥판의

상부에는 압축에 유리한 콘크리트를 사용하고, 하면에는

FRP 패널을 두어서 시공 중에는 거푸집의 역할을 하고

사용 중에는 인장재로서 작용토록 한 효율적인 구조이다. 

이러한 FCCD는 FRP와 콘크리트 사이의 강한 합성이

요구되는데, 하부 FRP 패널은 인발성형공법에 의해 제

작되어 표면이 매끄러운 성질을 지니게 되므로 상부 콘

크리트와 완전히 합성시키는 것이 바닥판으로서 성능을

적절히 발휘하는데 중요한 관건이 된다.

완전합성을 위한 적합한 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연구

초기에 Fig. 1과 같이 강바닥판 교량에서 아스팔트와의

부착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 규사코팅(coarse sand coating)

을 적용하였다. 규사코팅 공법은 FRP 패널 위에 규사

(coarse sand)와 같은 골재(coarse aggregate)를 에폭시로

접착시킨 후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FRP와 콘크리트를 합

성시키는 방법이다.

규사코팅이 콘크리트와 FRP의 합성 용도로 사용된 경

우로는 위스콘신대에서 개발한 FRP-콘크리트 합성 바닥

판을 들 수 있다. 위스콘신대의 연구한 보고서
2)
에 의하

면 12인치 선분에 대해 1/4인치 크기의 규사가 35~45%

범위에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정래 등
3)
은 규사코팅된 FRP-콘크리트 부착이음에 대

한 실험 및 이론 연구를 수행하였다. 규사코팅 공법을

적용하여 FRP와 콘크리트간의 합성성능실험 및 분석 결

과, 적절한 골재 크기와 분포를 갖는 규사코팅은 순수

전단 상태의 국부전단강도가 1.3~1.5 MPa 정도로 콘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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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 인장강도의 60% 수준이다. 하지만, 수직부착강도는

0.2~0.9 MPa 정도로 현저히 낮은 성능을 나타냄을 확인

하였다.
4)
 한편, 조근희 등

5)
의 연구에서 규사코팅만의 합

성 방안은 보 수준의 피로반복실험을 수행한 결과 피로

반복하중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의 적용 대상인 교량 바닥판은 활하중에 의해

수직 처짐이 반복되는 구조물이므로, FRP-콘크리트의 합

성 방안으로서 규사코팅만 적용할 경우 바닥판의 피로성

능이 저하될 수 있으므로, 수직방향에 대한 부착강도를

보강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Fig. 2와

같이 FRP 패널 내부에 미리 거푸집을 만들고 그 속에

철근 또는 볼트 등의 보강재를 에폭시 본드로 고정시킨

후, 바닥판 콘크리트와 동시에 타설하여 완성하는 기계

적 합성 방안(콘크리트 쐐기)을 고안하였다. 조근희 등
5)

은 이와 같은 기계적 합성 방안을 적용하는데 있어 구

멍 직경 및 간격을 변수로 한 실험을 실시하여, 이러한

기계적 합성 방안이 정적성능향상에 기여하는 바는 적으

나, 피로성능 향상에는 크게 기여한다는 결과를 얻었다.

이 연구에서는 Fig. 2와 같이 새롭게 제안한 기계적 합

성 방안과 기존의 규사코팅 합성 방안이 동시에 적용된

FRP-콘크리트 합성 바닥판에 대해서 실물 크기로 실험

체들을 제작하였다. 각 실험체 별로 정적실험 및 피로실

험을 통하여 각각의 거동을 분석하고, 설계 시 적용한

설계기준에 대한 만족여부를 평가하였다.

2. 실험체 설계 및 실험 방법

2.1 실험체 설계

FRP-콘크리트 합성 바닥판의 설계는 정모멘트 구간과

부모멘트 구간으로 나누어 수행 하였다. 정모멘트 발생

구간인 지간중앙부에서는 FRP 패널이 인장을 부담하므

로 별도의 인장보강이 필요하지 않지만, 부모멘트가 발

생하는 지점부에서는 콘크리트에 대한 인장보강이 필요하

다. 일반적인 콘크리트 구조물에서는 도로교 설계기준에

따라서 필요 철근량을 산정하여 배근하면 되지만, 새로운

구조형식인 FRP-콘크리트 합성 바닥판에서와 같이 FRP근

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아직 설계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으므로, ACI440,
6)
 CHBDC

7)
 기준을 적용하였다.

FRP-콘크리트 합성 바닥판은 단위 폭(1 m)을 갖는 일

방향 보로 설계하였다. 이러한 FRP-콘크리트 합성 바닥

판의 일방향 보에 대한 휨 거동은 Cho 등
8)
의 연구를 통

해 거의 정확히 예측할 수 있음이 밝혀져 있다. 반면에

전단거동에 대해서는 아직 정립된 해석 및 설계 방법이

없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휨에 대해 설계를 수행하고

실험을 통하여 전단 성능을 평가하고자 한다. 

2.1.1 정모멘트부 설계

바닥판의 공칭휨모멘트(Mn)는 조근희 등
8)
의 방법에 따

라 다음과 같은 가정을 도입하여 구할 수 있다. 

· 변형 전 평면인 단면은 변형 후에도 평면을 유지한다. 

· 콘크리트의 인장 기여도는 무시한다.

Fig. 3은 가정에 따라 정모멘트부에 나타나는 단면응

력 분포를 보인 것이다. 지간 중앙의 정모멘트부는 상부

의 콘크리트가 압축에 저항하고 하부의 FRP가 인장에

저항하는 구조로서 하부의 FRP가 파괴되는 경우보다는

상부의 콘크리트가 파괴되는 경우가 더 안전측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콘크리트의

휨압축파괴 조건을 도입하면, 공칭휨모멘트는 278.2 kN·m/m

가 된다. 이때 FRP 재료에 대해서는 CHBDC(Canadian

highway bridge design code)의 규정에 따라 0.5의 재료

강도감소계수를 적용하였으며, 공칭휨모멘트는 다음의 식

(1)을 만족하여야 한다. 

(1)

여기서 φf는 강도감소계수로 ACI 440.1R-06
6)
에서 0.55부

터 0.65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 연구에서는 안전

측으로 0.55를 적용하였다. 따라서 설계저항휨모멘트(φf Mn)

는 153.02 kN·m/m가 되며, DB-24 하중에 대한 설계휨모

멘트(Mu)인 69.32 kN·m/m을 충분히 만족한다. 

2.1.2 부모멘트부 설계 

FRP-콘크리트 합성 바닥판의 부모멘트 구간에서는 주

φf Mn Mu≥

Fig. 1 Concept of FRP-concrete composite deck

Fig. 2 Concrete wedge composition method
Fig. 3 Sectional strain, stress distribution in positive moment

z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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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인장부재가 FRP근이 되고, 주요 압축부재는 FRP 패

널과 콘크리트가 된다. 여기서 FRP 패널이 먼저 파괴되

도록 설계하면 바닥판 전체의 급작스러운 붕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위험을 줄일 수 있도록 FRP근이

먼저 파괴되도록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아래의 파

괴조건을 적용하여야 한다. 

· FRP근이 먼저 파단된다. 즉, 

여기서 εf는 FRP근의 인장변형률이며, εfu는 FRP근의 설

계인장변형률로서 FRP근의 인장강도에 재료강도감소계

수인 0.5를 적용하여 얻은 설계인장강도를 탄성계수로

나누어 구한 값이다. 

부모멘트부의 인장보강을 위하여 FRP근을 축방향으로

는 φ16근을 100 mm 간격으로 배근하는 경우에 대해 부

모멘트의 공칭모멘트강도를 산정한 결과, 178.24 kN.m/m

로 나타나 정모멘트에서와 마찬가지로 φf Mn≥ Mu조건을

만족시키고 있다. 아래 Fig. 4에서는 부모멘트부 모멘트

강도 산정시 적용한 단면 응력 분포를 나타내었다. 

2.1.3 사용성 검토

FRP-콘크리트 합성 바닥판의 사용성 검토는 처짐과 균

열로 나누어 수행하였다. 처짐은 도로교설계기준을 준용

하여 거더 중심간 간격의 1/80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였

다. 또한 FRP근으로 보강하는 경우, ACI 440에서는 허

용균열폭(ωa)을 0.5 mm로 규정하고 있으며, 균열폭(ω)은

식 (2)로 구하도록 하고 있다.

(2)

여기서 ff는 휨에 의해 FRP근에 발생하는 인장응력, Ef는

FRP근의 탄성계수, β는 단면 중립축에서 콘크리트 상단

까지의 거리와 단면 중립축에서 보강근 중심까지의 거리

비, kb는 부착상수(= 1.4), dc는 콘크리트 상면과 FRP근

중심까지의 거리, s는 FRP근의 간격이다. 이 바닥판 단

면에 대해 구해진 w는 0.44 mm로 ACI 440규정을 만족

하고 있다.

2.2 실험체 제작 및 실험 개요

조근희 등
5)
의 연구에서 FRP와 콘크리트의 합성 방안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실험체 제작에는 FRP와 콘크리트

의 주요 합성 방안으로서 규사코팅을 채택하고, 수직부

착에 대한 기계적인 보강방안으로서 콘크리트 쐐기를 적

용하였다. 

규사코팅은 조정래 등
9)
이 규사 입도 및 밀도를 변수로

하여 수행한 양면전단 및 수직부착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입도는 4~7 mm이며 밀도는 40 N/m
2
로 하는 규사를 사용

하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조근희 등
5)
이 콘크리트 쐐기를

이용한 기계적 합성 방안을 적용하기 위해 구멍직경 및

구멍간격을 변수로 하여 수행한 보 수준의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구멍 직경은 50 mm로, 구멍 간격은 500 mm

로 결정하였다. 그리고 쐐기의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하

여 Fig. 5와 같이 지그재그로 쐐기를 배치하였다. 

실험체의 구조적 거동을 분석하기 위하여 하중 재하부

를 중심으로 교축 방향 및 교축 직각방향으로 150 mm

간격으로 실험체의 상하면과 콘크리트 내부 및 FRP근에

변형률 게이지를 부착하였다. 또한 하중점 하부 및 바닥

판 지간의 1/4 지점에 변위계를 설치하였다. 

Tables 2, 3에는 실험체 제작에 사용된 FRP 모듈과

FRP근 및 콘크리트의 역학적 특성을 각각 정리하였고,

Table 4에 실험방법을 나타내었다. 

εf εfu 0.011≅=

w 2
ff

Ef

-----βkb dc

 2 s

2
---⎝ ⎠
⎛ ⎞ 2+=

Fig. 4 Sectional strain, stress distribution in negative moment

zone

Table 2 Property of FRP rebar and concrete

Factors Strength (MPa) Elastic modulus (GPa)

Concrete 30 (compressive) 25.7

FRP rebar 1,000 (tensile) 45.0 (tensile)

Table 3 Property of FRP panel

Factors Unit
Bottom

flange
Web

Top

flange

Tensile strength MPa 403 425 407

Tensile elastic modulus GPa 24.4 24.6 25.1

Compressive strength MPa 298 283 226

Compressive elastic modulus GPa 10.3 9.4 8.16

Table 4 Test method

ID Load range (kN) Note

DGCWS - Static

DGCWF350 10~350 50% of failure strength

DGCWF450 10~450 65% of failure strength

Fig. 5 Test set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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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적재하실험

규사코팅 및 기계적 합성방안이 적용된 바닥판에 대해

서 정적성능을 알아보기 위하여 실험체의 중앙부에 DB-

24 후륜크기(230 × 580)의 재하판을 이용하여 정적재하실

험을 수행하였다. 거더 위 바닥판 콘크리트에서 발생하

는 균열폭을 측정하기 위하여 초기 균열을 발생시킨 상

태에서 하중제거 후 균열게이지를 설치하고 실험을 재개

하였다. 하중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Fig. 6과 같이 거더

위 부모멘트부에서 교축방향으로 균열이 발생하였다. 그

후 지속된 하중에 의해 재하점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원형을 이루며 발생한 균열들이 점차 하중 재하점을 중

심으로 하여 모여드는 양상을 보였다.

정적실험체인 DGCWS는 최종적으로는 재하판 하부에

서 콘크리트 펀칭에 의해 파괴되었으며, 실험체의 전단

저항강도로 볼 수 있는 최종파괴 하중은 약 700 kN으로

나타났다(Fig. 7). 또한 600 kN정도까지는 선형적인 거동

을 보이다가 600 kN을 넘어가면서 곡선 기울기의 변화

가 나타나며 최종파괴에 이르렀다. Fig. 7에서 직선은 극

한상태 및 사용상태에 대한 설계모멘트를 실험체의 경계

조건을 고려하여 하중으로 환산한 것으로서, 실험체는 사

용상태에 비해 약 560%, 극한상태에 비해 약 260%의 강

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 충분한 하중 저항 성능을 가

짐을 확인할 수 있다.

실험체의 공칭모멘트를 마찬가지 방법을 적용하여 하

중으로 환산하면, 정모멘트부 및 부모멘트부의 하중은 각

각 1,113 kN과 713 kN이 된다. 이중에서 부모멘트부의 휨

파괴하중 예측값은 실제 파괴하중과 거의 일치하는 것처

럼 나타나, 최종 파괴양상이 전단파괴가 아닌 휨파괴가

될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나타난다. 하지만 부모멘트부

의 휨 파괴강도는 0.5의 재료강도감소계수가 적용된 FRP

근의 파단에 대한 저항모멘트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피로

또는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은 FRP근이 강도의 50% 수

준에서 파단되는 휨파괴가 나타날 수는 없다. 이에 재료

강도계수가 적용되지 않은 부모멘트부에 대한 실제 저항

모멘트를 구하면 334.4 kN·m/m가 되고 이를 하중으로 환

산하면 1,337.7 kN이 되어 최종파괴 하중보다 더 크게 된

다. 따라서 최종 파괴 양상은 펀칭전단파괴가 지배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사용상태(124.8 kN)에서의 처짐 값이 약 0.95 mm

로 도로교설계기준
10)
에서 제시하고 있는 제한치 2.5 mm

(= L/800)에 비해 38% 수준으로 작게 나타나 충분한 사

용성을 확보하고 있다. 그리고 균열폭은 0.05 mm로서

ACI 440.1R-06
6)
에서 제시하고 있는 설계기준 제한치인

0.5 mm를 충분히 만족하고 있다. 

Fig. 8에서는 하중점 위치에서 FRP 패널하부에 부착한

게이지에 대한 파괴 시까지의 하중-변형률 곡선을 보여

주고 있다. 

그림에서 나타난 변형률을 이용하여 극한상태 및 사용

상태에서 FRP 패널 하부의 인장응력을 구하였으며 각각

14 MPa(변형률 552 µε), 5 MPa(변형률 201 µε) 정도의 인

장응력이 발생하였고, 최종 파괴시에는 47 MPa이 발생

하였다. 이는 실험체 설계시에 나타낸 방법으로 구한 하

부 FRP 패널의 설계인장강도인 202 MPa에 비해 상당히

작은 값이다. 또한 극한상태에서의 설계조건을 만족하고

있으며, 상부 콘크리트가 펀칭파괴 되어도 FRP 패널은

건전성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 9는 FRP와 콘크리트 사이의 계면에서 발생한 횡

방향 부착변형률을 도시한 것이다. 이 부착변형률은 계

면에서의 FRP와 콘크리트의 변형률의 차이로 정의된다.

실험에서는 FRP의 변형률을 FRP 모듈상면에 부착한 게

이지로부터 직접 계측하였으며, 콘크리트의 변형률은 콘

크리트에 매립한 게이지(Fig. 5 참조)로부터 계측한 값에

단면이 평면을 유지한다는 가정을 도입하여 구하였다. 

Fig.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하중이 약 550~690 kN까지Fig. 6 Punching failure and crack shape

Fig. 7 Load-deflection curve Fig. 8 Load-strain curve of bottom FRP mod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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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졌을 때 변형률의 차이가 급격한 변화를 나타내거나

또는 측정불가 상태로 되었다. 이러한 변형률의 급격한

변화는 하중이 증가함에 따라 FRP와 콘크리트 계면사이

에 시공한 규사코팅의 일부분에서 부착 파괴가 발생하였

음을 의미한다. 일부 위치(450 mm의 경우)에서는 더 낮

은 하중에서 분리가 나타났으나 이러한 분리가 급격히

다른 영역으로 전파되지는 않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일

반적으로 나타나는 계면 파괴의 특징인 빠른 파괴 전파

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FRP-콘크리트의 합성에 적용

한 콘크리트 쐐기가 일정 수준 분리 방지에 기여하고 있

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또한 이렇게 나타난 계면의

파괴는 사용상태(124.8 kN) 및 극한상태(268 kN)에 비하

여 각각 440%, 205% 정도로 높은 수준의 하중에서 발

생하고 있으므로, 이 연구에서 제안한 합성 방안은 FRP-

콘크리트 합성 바닥판의 설계시 충분한 적용성을 갖는다

고 할 수 있다. 

4. 피로반복실험

4.1 DGCWF350 실험체

DGCWF350 실험체에 대한 피로반복실험은 정적재하

실험체(DGCWS)의 파괴하중에 비해 약 50% 수준인

10~350 kN의 피로반복하중을 가하면서 수행하였다. 재하

초기에 거더 상부에서 교축방향으로 발생한 균열들이 피

로하중이 반복되는 동안 Fig. 10과 같이 DGCWS 실험체

와 유사하게 점차 재하판을 중심으로 원형을 만들어가며

균열이 진전되는 양상을 보였다. 그 후 200만회의 반복

하중이 모두 가해진 후에도 파괴되지 않아, 충분한 피로

내구성을 확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실험 종료 후 잔류강도의 측정을 위하여 파괴 시까지

다시 정적하중을 가하였다. 그 결과 716 kN에서 Fig. 10

과 같이 재하점 하부에서 콘크리트의 펀칭에 의한 파괴

가 나타났으며, 이는 정적재하실험 실험체의 파괴 양상

과 유사하다.

Fig. 11은 잔류강도 측정을 위한 실험의 하중-처짐 관

계를 정적실험체와 함께 도시한 것이다. 사용상태에서 처

짐이 1.58 mm로 나타나 설계기준인 2.5 mm(= L/800)를

여전히 만족하고 있다. 또한 강도도 정적실험체와 비교

하여 거의 저하되지 않아 강도 조건도 충분히 만족함을

알 수 있다. 

한편, Fig. 12는 DGCWF350 실험체에서 초기균열에 대

해 재하횟수와 균열폭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하중재하 초기에 0.085 mm였던 균열폭이 2백만회 피

로반복하중 재하 후에는 0.14 mm로 약 60% 정도 증가

하였으나 여전히 설계기준인 0.5 mm를 만족하고 있다.

이와 같은 균열폭의 증가는 실험체 양쪽에 있는 거더와

의 지점 구속력을 점차 약화시키며, 이는 바닥판 전체의

처짐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이러한 피로

하중의 영향으로 발생한 지점 구속력 저하에 의해 처짐

이 증가되는 것은 정적재하실험 결과와 DGCWF350 실

험체의 200만회 반복재하 후 잔류강도에 대한 실험결과

Fig. 9 Strain variation with load increase (FRP-concrete interface)
Fig. 10 Final failure (DGCWF350)

Fig. 11 Comparison of load-deflection curve

Fig. 12 Loading number-crack width curve (DGCWF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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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하중-변위 곡선인 Fig. 11에서 확인할 수 있다. 

Fig. 13은 하중 횟수 단계별로 재하판 바로 밑의 FRP

패널 상부플랜지에 부착한 게이지에서 계측된 변형률이다. 

피로가 접합면의 합성강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Fig. 9와 같이 FRP와 콘크리트 사이의 계면에

서 나타나는 변형률의 차이를 살펴보아야 한다. 그러나

피로실험이 진행되는 동안 FRP근에 부착한 게이지와 콘

크리트에 매립한 게이지가 측정불가 상태로 되었다. 이

에 FRP 패널 상면에 부착한 게이지에서 측정된 변형률

로만 이를 검토할 수밖에 없었다. 여기서 FRP 패널 상

면의 변형률만 고려할 경우 계면의 정확한 변화를 반영

하기 어려우나 하중횟수의 증가에 따라 FRP 패널 상면

변형률의 변화가 일정한 양상을 보이므로, FRP와 콘크

리트의 합성 효과에 대한 전체적인 변화 양상을 나타내

는 데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Fig. 13에서 하중이 반복될수록 변형률이 감소하는 것

을 볼 수 있으며, 또한 약 50만회 이후부터 압축변형률

이 발생하고 그 후로 피로하중이 가해짐에 따라 점차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피로의 축적에 의해 FRP

와 콘크리트 사이의 합성효과가 감소한 것으로서 하중점

하부에 부분적으로 FRP와 콘크리트 사이의 계면이 분리

되었음을 의미한다. 

Fig. 14는 DGCWS 실험체와 DGCWF350 실험체의 잔

류강도 실험에 대해서 파괴 시까지 발생한 FRP 패널 하

부플랜지에서 나타난 하중-변형률 곡선이다. 

Fig. 14에서 보는 바와 같이 DGCWF350 실험체의 사용

상태와 극한상태에서 발생한 인장응력들이 각각 5 MPa

(변형률 201 µε), 11 MPa(변형률 438 µε) 정도로 정적재

하실험 결과와 거의 비슷한 정도이다. 또한 파괴시에는

48 MPa정도의 인장응력이 발생하였다. CHBDC
7)
에서는

FRP 재료에 대해 강도의 25% 이내에서는 피로에 의한

손상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는 실험 결과에 근거하여

사용하중 수준에서 FRP의 응력 범위를 25% 이내로 제

한하고 있다. 사용하중 상태의 FRP 응력은 FRP의 인장

강도인 403 MPa에 비해 약 1.2% 수준으로 피로에 의해

거의 손상을 입지 않을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4.2 DGCWF450 실험체

DGCWF450 실험체에 대한 피로반복실험은 정적재하

실험체의 파괴하중에 대해 약 65% 수준인 10~450 kN의

피로반복하중을 가하는 방법으로 수행하였다. 

DGCWF350 실험체에 비해 높은 수준의 피로반복하중

을 가한 DGCWF450 실험체는 약 8만회 근처에서 피로

반복하중을 가하는 도중에 Fig. 1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재하판 하부에서 콘크리트의 펀칭에 의해 급작스런 파괴

가 일어났다. 

Fig. 16은 피로실험을 종료한 후에 각 실험체들에 대

한 S-N곡선을 그린 것으로 P, Ps는 각각 피로 최대 하중,

정적 강도를 나타낸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적강도에 대해 50%의 하

중 수준이 적용된 DGCWF350 실험체의 경우 200만회의

Fig. 13 Strain variation with load number (interface)

Fig. 14 Load-strain curve of bottom FRP module

Fig. 15 Final failure (DGCWF450)

Fig. 16 S-N curve of fatigue speci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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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 재하에도 파괴되지 않았으므로, 그 보다 훨씬 낮은

하중 수준인 사용상태에 대해서는 규사코팅 및 기계적

합성 방안을 도입한 FRP-콘크리트 합성 바닥판이 충분

한 피로 내구성을 확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

이 처짐, 응력, 균열폭, 피로 내구성 등의 결과들로 볼

때, 이 바닥판을 실제 교량 상에 시공할 경우 충분한 사

용성 및 안전성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5. 결 론

 이 연구에서는 FRP와 콘크리트 사이의 합성을 위해

새롭게 적용된 규사코팅과 기계적 합성 방안을 동시에

갖는 FRP-콘크리트 합성 바닥판의 정적 및 피로성능을

파악하기 위한 실험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다음과 같

은 결론을 얻었다.

1) 규사코팅과 기계적 합성 방안으로 결합된 FRP-콘크

리트 합성 바닥판은 정적 실험 결과 극한하중이 약

700 kN으로 나타나서 설계하중(268 kN)에 비해 약

2.6배 정도 크게 나타났으며, 사용하중상태(124.8 kN)

에서의 처짐이 0.95 mm로 허용치인 2.5 mm에 비해

상당히 작으므로 교량 바닥판으로서 충분한 안전성

을 확보하고 있다. 또한 최대 균열폭이 0.04 mm로

나타나서 허용치인 0.5 mm를 만족하고 있어 사용성

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다. 

2) 정적실험에서 FRP와 콘크리트 사이의 계면 파괴는

바닥판의 정적 파괴 시점까지 거의 발생하지 않았

다. 일부 구간에서 조기 분리가 나타났으나 다른 영

역으로 진전되지는 않았으며, 이는 FRP와 콘크리트

의 합성 방안으로 적용한 콘크리트 쐐기가 일정 수

준 계면 파괴 진전을 방지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정적실험 결과에서 나타난 결과를 바탕으로 극한파

괴하중의 50%인 350 kN(사용하중의 2.6배의 하중)

을 200만회까지 피로반복 재하한 후에도 DGCWF350

실험체는 파괴가 발생하지 않아 충분한 피로내구성

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피로반복실험

종료 후 실시한 잔류강도 평가에서 정적재하시의

극한하중과 동일한 수준에서 펀칭파괴를 보여서 200

만회 재하 후에도 강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4) DGCWF350 실험체에서 처짐은 초기에 비해 200만

회 피로하중 반복 후 약 1.6배 정도 증가하였다. 이

는 하중이 반복됨에 따라 부모멘트부 콘크리트에

균열이 발생하고 이에 따라 지점 구속력이 저하되

면서 FRP와 콘크리트 계면사이의 합성 효과가 감

소되어 나타난 결과이다. 하지만, 200만회 피로반복

하중 재하 후 나타난 처짐 및 균열폭의 결과도 여

전히 도로교설계기준을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5) 이상의 결과를 통해 이 연구에서 제안한 규사코팅

과 기계적 합성 방안을 FRP-콘크리트 합성 바닥판

에 동시에 적용하면 교량 바닥판으로서의 안전성과

사용성, 피로 내구성 등을 충분히 만족시키는 바닥

판 시스템을 구현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이 연구에서 적용한 설계조건들이 FRP-콘크리트 합

성 바닥판의 설계에 적절히 활용될 수 있음을 확인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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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FRP-콘크리트 합성 바닥판은 압축에 강한 콘크리트를 상부에 위치시키고 인장에 강한 FRP를 하부에 위치

시켜, FRP와 콘크리트가 갖는 장점을 극대화시킴으로서 내구성, 안전성 등을 두루 향상시킨 새로운 개념의 구조이다.

그러나 서로 다른 재질의 두 재료를 합성시키기 위한 방안으로서 연구 초기에 적용된 규사코팅 공법 외에 수직부착력

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계적 합성 방안을 고안하였다. 이렇게 고안한 합성 방안이 적용된 실제 사이즈의 바닥판 실험

체를 제작하여 정적 및 피로반복실험을 수행하였다. 정적실험 결과 이 연구에서 제안한 합성 방안이 적용된 바닥판이

처짐 및 균열 등에 대해서 설계기준을 충분히 만족시켜 매우 우수한 성능을 나타내고 있었으며, 피로실험 결과 파괴하

중의 50%로 200만회 가력한 후에도 처짐 및 균열 등에 대해 설계기준을 만족하고 있어 충분한 피로내구성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 연구에서 제시한 규사코팅과 기계적 합성 방안을 동시에 적용한 합성 방안은 FRP-콘크

리트 합성 바닥판에 대해 충분한 적용성을 갖고 있으며, FRP-콘크리트 합성 바닥판 설계시 제시한 설계조건들이 적절

하게 이용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핵심용어 : 콘크리트, FRP, 합성 바닥판, 기계적 합성, 규사코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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