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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보강상세를 갖는 CFRP로 표면매립 보강된

철근콘크리트 보의 보강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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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contains the experimental results on strengthening effect of RC beams strengthened with NSM CFRP

reinforcement and various strengthening details. A total of 14 beams have been tested to analyze strengthening effects of NSMR

with various reinforcement details. Variables were cross-sectional shape of CFRP reinforcements, strengthening areas, grooves the

number and location etc. Test results revealed that failure modes of NSMR showed two types. One was bond failure at interface

between concrete and filler and the other was CFRP rupture. Also, failure mode of specimens with two grooves occurred premature

bond failure because of superposition of failure surfaces at concrete around grooves. failure mode of MI specimens considered the

equivalent section have changed bond failure to CFRP rupture and CFRP efficiency has improved 83% to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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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노후 콘크리트 교량의 일반적인 보강공법은 강판부착

공법, 프리스트레싱 도입공법, FRP(fiber reinforced polymer)

부착공법(이하 외부부착공법) 등이 있다. 강판부착공법은

무거운 자중으로 인하여 현장 시공성이 떨어지는 문제와

부식이 우려되는 환경에 적용하기 어려운 문제점을 갖고

있다. 프리스트레싱 도입공법은 균열제어, 처짐 복원 등

사용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프리

스트레싱 도입을 위해서는 정착장치가 반드시 필요하며

정착장치는 보강재의 인장강도에 맞추어 설계되므로 크

기가 커지고 보강단면 외부에 노출되므로 외부 손상을

받기 쉬운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FRP 부착공법은 부식

에 강하고 경량이면서 고강도의 특성을 갖는 CFRP 쉬트

또는 플레이트(carbon fiber reinforced polymer sheet or

plate)를 콘크리트 부재의 인장측 표면에 부착시켜 성능

을 향상시키는 공법으로, 강판부착공법의 대체공법으로

서 적용사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1)
 

외부에 부착된 CFRP 쉬트 또는 플레이트로 보강한 구

조물은 FRP 보강재와 콘크리트 계면에서 부착파괴가 발

생하여 CFRP 보강재의 성능을 100%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부착파괴는 보강길이가 짧을수록, 보강량이 클수록

발생 가능성이 크지만, 이외에도 보강시 작업자의 숙련도

도 중요하다. 외부부착공법(externally bonded reinforcement,

EBR)의 또 다른 단점은 보강재가 외부에 부착되어 있기

때문에, 차량의 충돌, 화재 등으로부터 손상을 받을 수

있고 이러한 손상에 대한 보호장치가 불충분하면 보강효

과를 발휘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최소화

하고 보강재료의 이용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Fig. 1과

같이 표면매립공법(near surface mounted reinforcement, NSMR)

이 도입되었다.
2-4)

 CFRP 보강재를 이용한 표면매립공법

은 90년대 후반부터 이루어지고 있으며, 구조물의 인장

측 콘크리트 덮개에 홈을 내어 CFRP 보강재와 충전재

를 홈에 매립하는 것을 말한다. 표면매립공법은 외부부

착공법보다 현장 작업량이 줄어들고 콘크리트 부착파괴

의 영향이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5-7)

표면매립공법과 관련된 기존 연구에서는 외부부착공법

과의 휨성능을 비교하여 보강효과를 평가하지만, 사용된

CFRP 보강재의 단면적 및 물성의 차이가 반영되지 않

은 단순 비교로는 보강성능을 제대로 평가할 수 없다.

또한 표면매립공법은 외부부착공법과 마찬가지로 부착파

괴가 존재하므로 이를 규명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되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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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보강재 단면형상 또는 보강상세에 따라 부착파괴 형

상을 다르게 적용하기 때문에 표면매립 보강된 실험체의

휨거동을 예측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8,9)

 그러나 표면매립

으로 휨보강된 실험 결과를 살펴보면 보강재 단면형상

또는 보강상세에 상관없이 대부분 충전재와 보강재가 일

체로 거동하며 충전재-콘크리트 계면에서 부착파괴가 발

생하므로 다양한 보강상세에 따른 휨 보강 분석이 선행

되어야 한다.

이 연구에서는 다양한 보강상세를 갖는 표면매립공법

의 보강효과를 분석하였다. CFRP 보강재의 단면형상, 보

강량, 매립 개수 및 위치 등의 다양한 보강상세를 적용

하였고, 등가단면을 고려하여 매립 상세를 개선하여 보

강효과를 향상시켰다.

2. 표면매립공법 성능 실험

2.1 실험 변수

기존의 연구 문헌들에 따르면 표면매립공법은 외부부

착공법에 비해 조기파괴의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고 있다. 그러나 일부 연구에서는 외부부착공법과 마찬

가지로 다양한 변수에 따라 부착파괴가 발생하며 특히,

휨보강 실험시 발생하는 주된 부착파괴는 충전재와 콘크

리트 홈 계면에서 파괴가 나타나고, 이때 충전재와 FRP

보강재는 마치 하나의 등가 보강재로 거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전재와 FRP 보강재가 등가 보강재로 거동

할 경우, 단면해석시 등가 보강재를 등가단면으로 적용

할 수 있으며, 콘크리트와 충전재 계면, 충전재와 FRP

보강재 계면을 모두 고려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

다. 그러므로 다양한 단면형상을 갖는 FRP 보강재로 휨

보강된 보의 파괴모드를 검토하여 등가 보강재 거동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기본적으로 기존의 외부부착공

법과 표면매립공법의 보강성능을 비교하기 위한 실험을

실시하고 판형, 원형, 사다리꼴 형태의 다양한 단면을 갖

는 CFRP 보강재를 이용하여 등가단면의 거동을 검증하

는 실험연구를 수행하였다.

보강재를 보 하단에 매립하기 위해서는 보강단면의 보

강재 배치 상세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연구

에서는 Fig. 2와 같이 보강재를 두 줄로 매립하여 보강

재의 간격을 변수로 한 S, 2S와 매립깊이에 따른 실험변

수 25 mm, 15 mm를 변수로 설정하여 각 변수에 따른 단

면파괴 모드와 보강효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등가 단면 개념을 도입하여 기존의 표면매

립공법의 파괴모드를 개선하기 위한 실험을 수행하였다.

등가 단면은 보강재와 충전재가 일체로 거동하고, 콘크

리트 계면에서 파괴되므로 일반적인 종방향 홈에 철근의

형태와 유사한 돌기(deformation)를 추가하면 부착면적이 증

가하고 돌기에 의한 기계적 맞물림(mechanical interlocking;

이하 MI)에 의해 부착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돌기형태는 시공편의와 부착성능의 극대화를

위해 Figs. 3, 4와 같이 하였다. 모든 실험체의 보강길이

는 2,700 mm로 동일하며, 지금까지 설정된 실험변수 및

보강면적(Af )을 Table 1에 요약하였다.

Fig. 1 EBR & NSMR

Fig. 2 CFRP strengthening schemes (unit: mm)

Fig. 3 Mechanical interlocking effect

Fig. 4 Bottom of MI specimens (unit: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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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보강 실험체 제작

표면매립거동 및 휨보강성능을 파악하기 위해 Fig. 5와

같이 실험체를 제작하였다. 콘크리트 설계기준강도는 27 MPa

의 레미콘을 사용하여 제작하였고, 인장철근은 SD400의

D10 철근, 압축철근은 D13을 세 가닥 배근하였으며 전

단파괴를 방지하기 위해 전단구간에는 D10의 전단철근

을 100 mm 간격으로 배치하였다. 하중 재하에 따른 철

근의 변형률을 측정하기 위해 철근 상하단 중앙 및 하

단 1/4지점에 변형률 게이지를 부착하였다. 기준보의 철

근비는 콘크리트 압축파괴가 아닌 연성파괴를 유도하고

보강성능 차이의 변별력을 높이기 최소철근비 0.0033과

최대철근비 0.0316 사이인 0.0042가 되도록 설정했다.

FRP 보강비를 철근비로 환산한 등가보강비 ρf는 식 (1)

과 같이 산정되며 Table 1에 정리하였다.

(1)

여기서, Af는 CFRP 보강재 단면적(mm
2
), b는 단면폭(mm),

df는 유효깊이(mm), Ef는 CFRP 보강재 탄성계수(MPa),

Es는 철근 탄성계수(MPa)이다. 휨보강보도 기준보와 마

찬가지로 연성파괴를 유도하기 위해 등가철근비 증가는

최대철근비 이하가 되도록 보강량을 설정하였다.

철근콘크리트 실험체에 대한 CFRP 보강재의 보강 작업

은 실제 교량 보강 현장에서와 동일하게 각 보강재 제조

사에서 요구하는 공정에 따라 시공되었다. 특히 보강 대

상면의 표면처리 상태에 따라 부착성능의 차이가 나타날

수 있으므로 콘크리트 표면의 요철처리를 수행한 후 보강

재를 시공하였다. 콘크리트 하면을 표면처리 한 후, CFRP

보강재를 표면처리된 부분에 에폭시로 부착하고, 상온에

서 7일 이상 양생을 실시하였다(Fig. 6). 표면매립 보강을

위해서 보 하단 중앙에 홈을 만든 후 에어 브러쉬를 사용

하여 미세먼지를 제거하였으며, 홈 안에 프라이머를 도포

하여 1일 이상 양생하였다. 표면매립 보강의 충전재는 에

폭시의 주제와 경화제를 2대 1의 비율로 계량하여 홈 안

에 도포하고, 각 실험변수에 맞는 보강재를 매립하여 최

소 3일 이상 양생한 후 실험을 실시하였다(Fig. 7).

Table 2에는 주요재료의 물성을 요약하였다. CFRP

sheet, 사다리꼴형 및 원형 보강재는 각각 H1사, H2사,

D사의 상용제품을 사용하였고, CFRP plate는 이 연구에

서 제작하였다. CFRP plate와 사다리꼴형 보강재는 특별

한 표면처리가 없는 매끈한 표면을 갖고 있지만, 원형

보강재의 표면은 Fig. 8과 같이 피복을 보강재 표면에 제

직한 이형을 갖고 있다.

2.3 재하 및 측정 방법

실험은 4점 재하방법으로, 980 kN 용량의 만능시험기

(universal testing machine)를 사용하였다(Fig. 9). 재하속

도는 초기 15 mm 변위 발생 시까지 초당 0.02 mm의 속

도로 재하하고, 15 mm 이상의 변위가 발생한 시점부터

파괴 시까지는 초당 0.05 mm의 속도로 재하 하였다. 각

종 실험데이터의 계측은 정적 데이터 로거 및 컴퓨터를

ρf

Af

bdf

-------
Ef

Es

-----×=

Table 1 Specification of specimens

Specimens

CFRP
A f  

(mm
2
)/

S (mm)Kinds
Width/

height
Unit ρf

CONTROL - - - - -

EBR-SH-120*2 s 120 2 0.0005 26.4

EBR-PL-50 p 50 1 0.0010 70

NSMR-TR-10 r 10 1 0.0003 35

NSMR-PL-15 p 15 1 0.0003 21

NSMR-RD-9 r 9 1 0.0007 63.6

NSMR-PL-25 p 25 1 0.0005 35

NSMR-RD-9*2-S r 9 2 0.0014
S = 60

NSMR-PL-25*2-S p 25 2 0.0010

NSMR-RD-9*2-2S r 9 2 0.0014
2S = 120

NSMR-PL-25*2-2S p 25 2 0.0010

NSMR-RD-9-MI r 9 1 0.0007 MI =

20*12NSMR-PL-25-MI p 25 1 0.0005

s : sheet  p : plate, r : rod

Fig. 5 Specimen dimension and gauge location (unit: mm)

Fig. 6 EBR specimens

Fig. 7 NSMR specim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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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하였으며, 매 1초 간격으로 측정을 실시하였다. 

하중재하시의 하중-변위는 엑츄에이터(actuator)로부터

직접 측정하였으며, 실험체 중앙부와 지간의 1/4 지점에

각각 한 개씩의 LVDT를 설치하여 실험체의 변위를 측

정하였다. 

2.4 실험 결과

2.4.1 파괴모드

실험 결과, 무보강 실험체는 인장철근 항복 후에 압축

파괴로 진행되는 전형적인 휨파괴 형태를 나타냈다. EBR

실험체 EBR-PL-50, EBR-SH-120*2는 부착파괴가 발생하

였으며, 인장철근의 항복이후 부착파괴가 진행되었다. 

NSMR 실험체는 파괴모드가 두 가지로 나타났다. 첫 번

째는 보강재의 성능을 최대한 발현하고 보강재가 파단되

는 파괴모드로서 보강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실험체와 사

다리꼴 보강재를 매립한 실험체에서 나타났다. 나머지 하

나는 보강재가 성능을 발현하기 전에 보강재와 충전재가

일체로 빠져나오는 충전재-콘크리트 계면 부착파괴로서

보강재 파단 실험체를 제외한 NSMR 실험체에서 나타났다.

매립간격 실험체에서 간격이 좁은 경우, 플레이트로 보

강된 실험체는 보강재+충전재 부착파괴와 동시에 홈사

이 콘크리트뿐만 아니라 모서리 부분도 파괴되었고, 로

드로 보강된 실험체는 홈사이 콘크리트만 파괴되었다. 간

격이 넓은 경우, 플레이트로 보강된 실험체는 보강재+충

전재 부착파괴와 함께 콘크리트 모서리부분이 남아 있지

않을 정도로 크게 파괴되었고, 로드로 보강된 실험체는

보강재+충전재 부착파괴의 충격으로 콘크리트 모서리 부

분 일부가 파괴되었다. 간격이 동일한 경우 보강재에 따

라 다른 파괴를 보이는 것은 보강량, 단면형상의 관성모

멘트 등이 파괴거동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된다.

파괴모드를 개선하고자 등가 단면 개념의 기계적 맞물

림(MI)을 추가한 실험체는 파괴모드가 부착파괴에서 CFRP

보강재 파단으로 파괴모드가 개선되어 CFRP 보강재 효

율을 100% 발현시켰다. 각 실험체별 파괴모드는 Table 3

Table 2 Summary of material properties

Material Properties

Concrete
(1)

Compressive strength (MPa) 31.3

Tension steel

reinforcement

(D10)
(1)

Yield strength (MPa) 436

Tensile strength (MPa) 562

Diameter (mm) 9.53

Area (cm
2
) 0.7133

Compression steel

reinforcement

(D13)
(1)

Yield strength (MPa) 481

Tensile strength (MPa) 608

Diameter (mm) 12.7

Area (cm
2
) 1.267

CFRP sheet
(1)

Thickness (mm) 0.11

Tensile strength (MPa) 3479

Elastic modulus (GPa) 230.3

Ultimate strain (%) 1.5

CFRP strip
(2)

(smooth surface)

Thickness (mm) 1.4

Tensile strength (MPa) 2482.5

Elastic modulus (GPa) 167

Ultimate strain (%) 1.48

CFRP rod
(2)

(smooth surface)

Design thickness (mm) 10

Tensile strength (MPa) 1500

Elastic modulus (GPa) 100

Ultimate strain (%) 1.5

CFRP rod
(2)

(deformed surface)

Diameter (mm) 9

Tensile strength (MPa) 1878

Elastic modulus (GPa) 121.42

Ultimate strain (%) 1.55
(1)

 From the supplier
(2)

 From tests carried out by the authors

Fig. 8 Surface on CFRP rod

Table 3 Failure mode & CFRP strain

Specimens Failure mode CFRP max. strain (µ)

CONTROL CC -

EBR-SH-120*2 BF-CFRP 8473

EBR-PL-50 BF-CFRP 4449

NSMR-TR-10 CR 15016

NSMR-PL-15 CR 15417

NSMR-RD-9 BF-concrete 13071

NSMR-PL-25 BF-concrete 12350

NSMR-RD-9*2-S BF-concrete 10800

NSMR-PL-25*2-S BF-concrete 10260

NSMR-RD-9*2-2S BF-concrete 11241

NSMR-PL-25*2-2S BF-concrete 13700

NSMR-RD-9-MI CR 15710

NSMR-PL-25-MI CR 15614

CC : upper concrete cruch

BF-CFRP : bond failure (CFRP interface)

CR : CFRP rupture

BF-concrete : bond failure (concrete interface)

Fig. 9 Test set-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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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정리하였다. Table 3에서 CFRP의 최대변형률을 살펴

보면 EBR에 의해 보강된 경우에는 보강재 극한 변형률

의 30~50%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NSMR로 보강된 경우

에는 84~100% 범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 NSMR은

EBR보다 CFRP 보강재의 성능을 두배 이상 증가시켰다.

Fig. 10은 EBR 및 NSMR 실험체의 최종 파괴형상을

나타냈다. 보 하면의 균열패턴을 살펴보면, 부착파괴로

인한 실험체는 홈 방향(종방향)에 따라 균열이 진전되어

파괴되었고, 보강재가 파단된 실험체는 홈의 직각방향(횡

방향) 균열만 관측되었다. NSMR 실험체의 경우 충전재

-보강재 계면에 의한 부착파괴보다 충전재-콘크리트 계

면에 의한 부착파괴가 발생하였고, 충전재+보강재가 하

나의 보강재로 거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4.2 실험 결과 요약

보강 실험체의 일반적인 하중-변위 관계를 요약하면

Fig. 11과 같다. EBR 및 NSMR 실험체는 무보강 실험체

와 비교해볼 때, 균열 및 항복하중의 증가는 미미하였다.

그러나 철근 항복 이후에 외력을 CFRP 보강재가 지지하면

서 보강재 단면적이 같은 경우, EBR은 최대 30%, NSMR

은 최대 95%까지 보강효과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BR 실험체의 파괴모드는 부착파괴로 나타났고 NSMR

실험체는 부착파괴와 CFRP 파단인 두 가지로 나타났으

며, EBR보다 부착파괴의 영향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EBR 및 NSMR 실험체의 실험 결과를 Table 4에 요약

하였다. Table 4는 초기균열, 철근항복, 최대성능으로 나

누어 각각의 모멘트, 하중, 처짐을 나타냈다. P / Pcon은

무보강 실험체에 대한 보강 실험체의 하중비로서 보강효

과를 나타내며, 단면 휨성능비인 M / Mcon과 같다. CFRP

효율은 실험에서 측정된 CFRP 보강재에서 발생한 최대

변형률과 파단 변형률과의 비(εmax / εu)로서 100%에 가까

울수록 보강재의 성능을 최대한 발현하였다는 의미이다.

하중 비(또는 모멘트 비)에 의한 보강효과는 사용된 CFRP

보강재의 단면적 및 물성의 차이를 알 수 없으므로 같

은 보강재 및 공법이 적용된 경우에 사용가능하지만 서

로 다른 공법 및 보강면적을 갖는 경우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서로 다른 단면, 물성, 공법을 갖는

CFRP 보강재의 보강효과를 비교하기 위해 최대하중을

보강재의 강성으로 나누어 무차원화 시킨 축강성당 보강

효과로 비교하고자 한다. 축강성당 보강효과(Pu / EA)는

FRP 효율뿐만 아니라 보강재의 물성까지 고려하였기 때

문에 공법 및 단면상세에 따른 보강효과를 분석할 때에

유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Fig. 10 Failure mode of specimens

Fig. 11 Load-deflection curve (test summ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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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보강효과 분석

2.5.1 공법별 보강효과 비교

Fig. 12는 각각 EBR, NSMR로 보강된 실험체의 하중-

변위 곡선이다. 외부부착 보강된 실험체의 경우, 무보강

실험체에 비해 항복하중은 약 30% 증가하였고, 최대하중

은 30~4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NSMR은 무보강 실

험체에 비해 항복하중은 18~34% 증가하였고, 최대하중은

40~6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Fig. 12(a)에서 EBR-PL-

50 실험체는 EBR-SH-120*2 실험체보다 상대적으로 보강

재 단면적이 커서 초기 강성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지만

부착면적은 EBR-SH-120*2 실험체의 약 42%로 매우 작

기 때문에 조기에 부착파괴가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EBR에 의해 보강된 실험체는 모두 부착파괴 후 무보강

실험체와 동일한 거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NSMR-PL-25, NSMR-RD-9는 보강재 단면적이 증가할

수록 항복하중과 최대하중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4). 그러나 NSMR-PL-25와 NSMR-TR-10은 보강

면적이 같음에도 불구하고 휨거동 차이를 보이므로, 보

강효과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보강면적뿐만 아니라 보강

재 강성의 영향도 고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BR과 NSMR의 연성도 변화를 무보강보 기준으로 살

펴보면(Table 4), EBR은 무보강보의 26%, 46%로 나타났

고, NSMR은 무보강보의 50~76%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

다. 이것은 EBR의 경우 부착파괴로 인하여 CFRP 보강

재의 효율(30%, 56%)이 낮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그러

나 NSMR은 CFRP 보강재의 성능을 80% 이상 발휘하여,

연성도 역시 EBR보다 증가하였다.

2.5.2 보강단면 상세별 보강효과

Fig. 13은 CFRP 플레이트로 보강되고 보강량 및 보강단

면이 다른 실험체의 하중-변위 곡선이다. 보강량이 증가

함에 따라 항복하중 및 최대하중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보강량이 같으며 보강단면이 다른 EBR-PL-50(외부

부착보강)과 NSMR-PL-25*2-S(표면매립 2열 보강)은 철근

항복까지 비슷한 거동을 보이다가 EBR-PL-50이 철근 항

복 이후에 바로 부착파괴가 발생하여 서로 다른 거동을

보였다(Fig. 13 (a)). NSMR-PL-25*2-S도 최종적으로 부착

파괴를 보였지만 EBR-PL-50에 비해 부착파괴를 지연시켜

CFRP 효율을 30%에서 69%로 100% 이상 증가시켰다.

Table 4 Summary of test

Variables

Crack Yield Maximum
Ductility

∆u /

∆y

CFRP

efficiency

ε
max

/εu (%)

Reinforcement 

effect per axial 

rigidity

Pu/EA*10-3

Mcr

(kN·mm)
Pcr

(kN)

∆cr

(mm)

P/

Pcr
com

My

(kN·mm)
Py

(kN)

∆y

(mm) 

P/

Py
com

Mu

(kN·mm)
Pu

(kN)

∆u

(mm) 

P/

Pu
com

CONTROL 8390 15.98 1.38 1.00 24512 46.69 12.48 1.00 29500 56.19 71.68 1.00 5.74 - -

EBR-SH-120*2 8768 16.7 1.62 1.05 31931 60.82 13.34 1.30 43250 82.38 34.98 1.47 2.62 56 13.55

EBR-PL-50 9345 17.8 2.2 1.11 32046 61.04 10.52 1.31 38451 73.24 16 1.30 1.52 30 6.25

NSMR-TR-10 8705 16.58 1.74 1.04 28859 54.97 13.36 1.18 41533 79.11 58.68 1.41 4.39 100 22.6

NSMR-PL-15 8122 15.47 1.72 0.97 30172 57.47 15.5 1.23 41160 78.4 58.94 1.40 3.80 100 22.32

NSMR-RD-9 8652 16.48 1.66 1.03 32855 62.58 15.36 1.34 48631 92.63 43.88 1.65 2.86 84 12

NSMR-PL-25 8663 16.5 1.98 1.03 32387 61.69 16.06 1.32 45245 86.18 53.98 1.53 3.36 83 14.72

NSMR-RD-9*2-S 10164 19.36 1.66 1.21 40724 77.57 15.22 1.66 59036 112.45 39.5 2.00 2.60 70 7.28

NSMR-PL-25*2-S 9466 18.03 1.88 1.13 37779 71.96 16.46 1.54 57572 109.66 46.92 1.95 2.85 69 9.36

NSMR-RD-9*2-2S 10883 20.73 1.84 1.30 40562 77.26 15.4 1.65 78556 149.63 54.19 2.66 3.52 91 9.69

NSMR-PL-25*2-2S 11240 21.41 2.84 1.34 37007 70.49 14.16 1.51 56191 107.03 44.44 1.90 3.14 75 9.14

NSMR-RD-9-MI 11345 21.61 2.1 1.35 34178 65.1 15.1 1.39 55755 106.2 53.84 1.89 3.57 100 13.75

NSMR-PL-25-MI 11403 21.72 1.54 1.36 32461 61.83 15.68 1.32 51828 98.72 59.8 1.76 3.81 100 16.86

Fig. 12 Strengthening effect (EBR & NSM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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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4는 보강단면별 보강효과와 FRP 효율을 함께 나

타냈다. 왼쪽 y축은 무보강 실험체에 대한 보강효과를,

오른쪽 y축은 실험에서 측정된 최대 FRP 변형률을 FRP

파단 변형률로 나눈 FRP 효율을 나타냈다. NSMR-PL-

25의 보강효과는 무보강보다 53% 증가되었다. NSMR-

PL-25*2-S은 NSMR-PL-25보다 보강면적이 두 배 증가했

지만,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두 배의 보강효과 106%에 11%

감소된 95%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보강면적이 두

배인 2열 보강된 실험체의 경우에 있어서, 파괴면의 중

첩효과로 인하여 1열 보강된 경우보다 조기 부착파괴가

발생하여 FRP 효율이 1열 보강보다 낮게 나타났기 때문

이다. 이것은 보강재 종류와 상관없이 CFRP 로드에서도

나타나므로 보강단면의 매립홈 간격이 FRP 효율에 영향

을 주는 것으로 판단된다.

Fig. 12(b)는 CFRP 로드 보강재로 보강량을 달리한 실

험체의 하중-변위를, Fig. 13(b)는 보강단면별 보강효과와

FRP 효율을 함께 나타냈다. CFRP 로드도 마찬가지로 보

강량이 증가하면 항복 및 최대하중도 증가하였고, 홈 간

격이 CFRP 효율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2.5.3 NSMR 매립홈 간격에 따른 보강효과

Fig. 15는 매립홈 간격이 S(= 60 mm), 2S(= 120 mm)인

경우에 CFRP 플레이트 및 로드의 하중-변위 곡선이다.

NSMR-PL-25*2-S, NSMR-PL-25*2-2S의 보강거동은 비슷

하며 최대하중도 약 1%정도 차이를 보이므로 간격에 대

한 영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Fig. 15(b)

CFRP 로드의 경우는 Fig. 15(a) CFRP 플레이트의 경우

와는 다르게 NSMR-RD-9*2-S보다 간격이 넓은 NSMR-

RD-9*2-2S에서 최대하중이 33%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CFRP 플레이트의 경우 간격변수 S, 2S의 최대하중이

비슷하게 나타나 간격에 대한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앞 절의 보강단면 상세별 보강

효과에서 매립홈 간격이 CFRP 효율에 영향을 주는 것으

로 나타났고, CFRP 로드 및 플레이트에 상관없이 CFRP

보강효율이 14%로 감소하였다. 매립홈 1열일 때보다 2열

일 때가 14% 감소하였으므로 매립홈 간격 S는 홈 간에

영향을 주어 부착파괴를 가속시켰다고 볼 수 있다. 그런

데 CFRP 플레이트의 간격변수인 2S에서 S와 거동이 비

슷하게 나타났다는 것은 간격 S와 비슷하게 홈 사이 또

는 홈-모서리 사이에서 Fig. 16과 같이 파괴면이 중첩되

어 부착파괴를 가속시키는 영향을 받았다고 판단된다. 이

와 달리, CFRP 로드의 경우, 홈 간격변수 2S는 S와 비

교할 때 CFRP 효율이 6% 증가하는 거동을 보여 간격

S보다 2S가 홈 간의 영향을 덜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보강 실험체에 대한 보강효과는 일반적으로 하중비

Pu / Pucon 또는 단면 휨모멘트인 Mu / Mucon
로 나타낸다. 여

기서 Mu / Mucon
은 식 (4)와 같이 인장철근 및 FRP의 항

으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FRP만의 보강효과를 나타내기

어렵다. 그러나 식 (5)와 같이 Mu−Mucon
은 FRP 항만 존재

하므로 FRP만의 보강효과를 나타낼 수 있을 것으로 판

단된다.

Fig. 13 Strengthening effect (reinforcement details)

Fig. 14 Strengthening effect & FRP effici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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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

(4)

(5)

Fig. 17은 식 (4)를 이용하여 매립홈 간격의 영향을 보

강 및 무보강 실험체의 균열, 항복, 최대 모멘트차로 나

타냈다. CFRP 플레이트 1열의 보강효과를 1로 가정하면

CFRP 플레이트 2열 보강인 경우 보강재 간격에 상관없

이 CFRP 보강재 효율 감소로 1열 보강효과의 2배에 못

미치는 1.78배인 것으로 나타났고, CFRP 로드 2열은 보

강재 간격에 따라 1.54, 2.56배인 것으로 나타나 보강재

에 따라 간격의 영향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실험 결과와 같이, 매립홈 간격에 따라 파괴면 중첩으로

인하여 조기 부착파괴가 발생하거나 매립홈이 독립적으로

거동하여 보강효과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홈 간격이 보강효과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강

효과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매립홈이 독립적으로 거동할

수 있는 홈 사이 및 모서리와의 최소 간격이 필요하다. 

Table 5는 홈 및 모서리 간격에 대한 기존 실험 결과

를 정리하였다. 휨 보강 실험에서 홈 사이 및 모서리와

의 간격은 모두 100 mm이하로 적용되었고, 파괴모드는

콘크리트 계면 부착파괴로 나타났다. 휨 보강 실험 모두

1열 및 2열 보강에 대한 보강효과 분석이 목적이었고,

홈 사이 및 모서리와의 간격에 대한 연구는 없었다. 모

서리와의 간격에 대한 연구는 Blaschko가 수행한 CFRP

플레이트로 표면매립된 부착실험 연구에서 CFRP 플레이

트를 파단 시킬 수 있는 모서리와의 최소 간격을 100 mm

로 제시하고 있었다.
14)

 

휨 보강 실험에서 홈 간격에 대한 영향을 분석한 연구

가 거의 없으며, 최소 간격은 보강재 단면형상 및 홈제

원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에 대한 추가연구가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실험 결과로부터 매립홈이 독립적으로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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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5 Effect of groove space(i)

Fig. 16 Failure area

Fig. 17 Effect of groove space(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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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할 수 있는 최소간격으로 120 mm로 나타났다. FRP 보

강재 파단을 유도하는 최소 간격을 제안하기 위해서는

홈 간격뿐만 아니라 FRP 보강면적 및 강성에 따른 영향

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2.5.4 축강성당 보강효과

서로 다른 보강량 및 공법으로 보강된 실험체의 보강

성능은 파괴모드 및 보강재의 강성이 다르기 때문에 정

량적으로 비교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최대하

중을 적용된 보강재의 축강성(EA)으로 나누어, 무차원화

하였고 이 값을 축강성당 보강효과로 정의하였다. 서로

다른 보강량과 공법의 보강효과를 축강성당 보강효과로

Table 5 및 Fig. 18에 나타냈다.

동일 보강재를 사용한 경우에는 EBR에 비해 NSMR의

보강효과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고, CFRP 로드보다는 CFRP

플레이트의 보강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동일 형상

의 보강재가 매립된 경우에는 보강량이 증가할수록 축강

성당 보강효과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강량 증가

만큼 부착면적이 증가했음에도 축강성당 보강효과가 감

소하게 된 것은 앞 절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매립간격에

의해 파괴면이 중첩되면서 조기 부착파괴가 발생했기 때

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NSMR 설계시 홈이 독립

적으로 거동할 수 있는 최소 간격을 산정하기 위해 보강

단면 상세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2.5.5 등가단면을 고려한 파괴모드 개선 보강효과

등가 단면을 고려하여 부착상세를 개선한 기계적 맞물

림(MI) 실험체의 파괴모드는 CFRP 보강재 파단이었다.

Fig. 19는 각각 CFRP 플레이트 및 로드 보강재가 적용

된 파괴모드 개선 실험체의 하중-변위곡선을 나타냈다.

파괴모드가 기존 부착파괴에서 CFRP 보강재 파단으로

개선되어 CFRP 효율은 83%에서 100%로 최대 성능을 발

현하였고, 연성도 및 축강성당 보강효과도 향상되었다. 실

험 결과는 이 연구에서 제안된 충전재와 보강재가 일체

로 거동하는 것의 검증이며, 간단히 부착상세를 개선하

여 부착면적을 증가시킴으로써 파괴모드를 변경시켰다.

NSMR의 거동 연구는 부착파괴의 다양한 원인을 규명

하여 예측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EBR보다 부착파괴의

영향이 적으므로 CFRP 보강재의 보강성능을 극대화 시

키는 부착상세의 개선도 한 방법이라고 판단된다.

3. 결 론

이 연구는 다양한 보강상세를 갖는 CFRP로 표면매립

보강된 철근콘크리트 보의 보강효과에 대한 연구로써 다

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1) NSMR은 보강재의 활용면에서 EBR보다 약 10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동일 보강단면으로 보

강된 EBR에 비해 최대 50%까지 보강성능을 향상

시켰다.

2) NSMR은 EBR에 비해 CFRP 보강재료를 효율적으

로 활용하여 보강성능을 향상시켰다. NSMR-RD-9,

Table 5 Existing test results on groove spaces

Groove space Failure mode

Barros
10)

30 mm, 40 mm BF-concrete

Barros
11)

25 mm, 30 mm BF-concrete

Carolin
12)

72 mm, 64 mm BF-concrete

Teng
13)

100 mm, 40 mm BF-concrete & FR

Blaschko
14)

100 mm FR

This study 120 mm BF-concrete

FR : FRP rupture

BF-concrete : bond failure (concrete interface)

Fig. 18 Strengthening effect (axial stiffness)

Fig. 19 Improvement of failure m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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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MR-PL-25*2 등의 실험체는 보강재+충전재가 콘

크리트로부터 탈락하는 조기파괴양상을 나타내었다.

따라서 표면매립의 경우에도 부착공법과 마찬가지

로 보강재 탈락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

한 것으로 판단된다.

3) 보강재 간격변수 실험 결과, 홈 간격에 따라 홈 주

변 콘크리트의 파괴면이 중첩되어 조기 부착파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의 실험 결과로

부터 도출된 최소 간격 120 mm는 이 연구에서 적

용된 보강단면에 한하여 적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

되며 향후, 이러한 파괴면적에 영향을 주는 인자가

무엇이며 범위는 어느 정도가 되는지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4) 등가 단면을 고려하여 부착상세를 개선한 기계적

맞물림(MI) 실험체의 파괴모드는 기존 부착파괴에

서 CFRP 보강재 파단으로 개선되었고, CFRP 효율

은 83%에서 100%로 최대 성능을 발현하였으며 연

성도 및 축강성당 보강효과도 향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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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이 연구는 다양한 보강상세를 갖는 CFRP(carbon fiber reinforced polymer)로 표면매립 보강된 철근콘크리트

보의 보강효과에 관한 실험연구이다. 다양한 보강상세를 갖는 표면매립공법의 보강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실험변수로

CFRP 보강재의 단면형상, 보강량, 매립 개수 및 위치 등의 다양한 보강상세를 적용하여 총 14개의 실험체를 제작하였

다. 실험 결과, 표면매립보강의 파괴모드는 보강재 단면형상에 상관없이 보강재와 충전재가 하나로 거동하는 부착파괴

및 보강재 파단을 보였고, 홈 간격에 따라 홈 주변 콘크리트의 파괴면이 중첩되어 조기 부착파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등가 단면을 고려하여 부착상세를 개선한 기계적 맞물림(MI) 실험체의 파괴모드는 기존 부착파괴에서 CFRP 보

강재 파단으로 개선되었고, CFRP 효율은 83%에서 100%로 향상되었다.

핵심용어 :탄소섬유, 표면매립, 외부부착, 보강효과, 등가단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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