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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방향 GFRP 플레이트의 인장강도 분석을 위한

시험 방법 제안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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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a standardized test method to analyze tensile properties of multi-directional GFRP plate was proposed.

Presently, tensile strength test of FRP composite reinforced with isotropic and orthotropic fiber is standardized according to ISO

standard. Also, even though many studies were performed on test method to analyze the dynamic properties, the properties of ten-

sile strength for multi-directional GFRP plate were not clearly identified. Currently, the domestic test method in accordance with

ASTM, which is applicable to unidirectional FRP plate, gave tensile test results greater than actual properties. Thus, in this study,

GFRP tensile test was conducted using the method found to be commonly applicable to all standards based on literature review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references. Then, anchorage length experiments were performed using the proposed tension test

method to evaluate validity of the method. Finally, optimal anchorage length was estimated from the numerical analysis to propose

the standardized tensile strength method for GFRP multi-directional composite evaluation. 

Keywords : multi-directional GFRP plate, tensile strength test, anchorage length, numerical analysis

1. 서 론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은 염해나 중성화 등과 같은 환경

적 원인에 의해 지속적으로 손상이 발생하고 이를 위한

유지관리 비용이 건설부분에 큰 영향으로 작용함으로써

사회적 관심으로 부각되고 있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이와 같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부식 환경

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FRP의 특성을 건설 분야

에 활용하기 위한 연구가 구조물의 보수보강 중심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다. 이러한 연구는 FRP의 물리적

역학적 특성뿐만 아니라 내구성 평가를 위한 단계로 진

전되고 있으며 보수보강 분야가 아닌 실제 구조물의 철

근 대체 재료로서의 개발까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최근 여러 종류의 FRP 제품이 생산되면서 군사 구

조물에 적용하거나 소규모 건축공사의 거푸집으로 이용

하는 등 다양한 건설 분야에서 그 사용성과 관심이 높

아지고 있는 추세다. 

자중이 작고 구조적 성능이 우수하며 취급이 용이한

장점을 지니는 FRP는 구조재료로써 충분한 성능을 평가

하기 위해 다양한 역학적 특성에 대한 규명이 요구되나

그 중에서 가장 큰 장점인 인장 특성치에 대한 명확한

분석이 우선적으로 요구된다.
1)
 그러나 FRP 보강재는 재

료 자체가 갖는 취성적 특성으로 인해 인장시험용 그립

부위에서의 응력집중에 기인한 조기 파단 현상이 나타나

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2,8,9)

 또한, 건설구조물에 주로

사용되는 FRP 재료의 경우 구성 재료가 주로 탄소섬유,

유리섬유, 폴리에스터로 이루어지며 제조방식은 인발성

형(pultrusion) 공법을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고성능의 항

공용 FRP에 비해 비 균질성이 크며 정확한 FRP 재료의

물리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사용 재료와 형태 및

성형방법에 따라 각기 다른 표준화된 인장 시험 방법과

정착 장치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 

현재 사용되는 ISO 규준의 FRP 인장 시험 방법의 경

우 일방향 섬유와 등방성 및 직교섬유의 시험 조건에 대

해 명시하고 있으나 ASTM과 ACI에서 제시하고 있는 규

격과 차이가 있으며 명확한 치수가 아닌 범위로 규격을

*Corresponding author E-mail : oldcloud@hanyang.ac.kr

Received August 22, 2011, Revised November 8, 2011,

Accepted November 18, 2011

ⓒ2011 by Korea Concrete Institute



800│한국콘크리트학회 논문집 제23권 제6호 (2011)

제시하고 있어 혼란이 야기되어왔다. 따라서, 이러한 문

제의 해결을 위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유리섬유보

강폴리머(GFRP) 보강근과 구조물의 부착 보강용으로 사

용되는 탄소섬유보강폴리머(CFRP) 플레이트의 경우 긴

장재의 정착장치 및 인장 시험 방법에 대한 연구가 활

발히 진행되어 왔다.
3-6)

 

최근 GFRP 플레이트의 사용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

면서 건설 분야에서 강재 판 대신 GFRP 플레이트를 적

용하려는 시도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ISO 규준

의 경우 시험체의 모양 및 치수의 명확한 제시가 없고

다방향성의 GFRP 플레이트의 기준이 없어 2방향성 FRP

플레이트의 시험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국

내의 표준 시험원의 경우 일방향에 사용되는 ASTM의

규준에 의거하여 시험을 진행함으로써 GFRP 플레이트

의 물리적 성능을 신뢰하기 힘든 실정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현재 사용되는 국내외 규준과 FRP

플레이트 복합제의 인장시험 방법을 기존의 연구와 비교

분석하여 명확한 성능을 확인 할 수 있는 다방향성 GFRP

플레이트의 인장 시험 방법을 제안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FRP 플레이트 인장시험 방법의 규준 비교

 2.1 ASTM 규준

ASTM D3039/D3039M-08
10)

 규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FRP 플레이트 인장 시험체는 Fig. 1과 같이 시편이 고정

되는 유압식 물림구 부분에 보강대가 있는 시험체와 보

강대가 없는 시험체로 구성된다. 시험체의 규격은 두께

가 2.5 mm, 전체 길이 250 mm 폭 25 mm로서 양쪽의 물

림구길이에 대한 규정은 없다. 시험체의 선택은 시험체

에 가해질 수 있는 손상여부에 따라 보강대 사용을 판

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보강대 사용시 식 (1)과 같이

보강대의 최소 부착 길이를 제안하고 있다. 

(1)

where, 

Lmin = Limit bond length of reinforcing band (mm)

F
tu
 = Ultimate tensile strength (MPa)

h  = Thickness (mm)

F
su

 = Ultimate shear strength (MPa)

그러나 보강대의 부착길이 산정을 위해 시편의 극한

인장 강도 및 다른 요소의 극한 전단강도를 미리 확인

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로 적용하기 힘든 방법으로 일반

적으로 보강대가 없는 시험 방법으로 시험을 진행하는

실정이다. 

2.2 ACI 규준

ACI 440.3R-04
11)

 기준에서 제시된 시험체 규격 중 시

편의 너비와 두께는 Fig. 2와 같이 ASTM D3039/D3039M-

08 규준에서 제시한 동일한 치수를 따르고 있다. 그러나

ASTM과 같이 보강대의 길이를 식에 의해 제안하고 있

지 않고 38 mm로 규정하고 있으며 보강대는 성형된 유

리섬유 또는 알루미늄을 사용할 수 있도록 재료에 대한

특성을 규정하고 있다.

2.3 ISO 규준

ISO 527 기준의 경우 총 5개의 부로 이루어지며 그 중

다방향성 FRP 플레이트의 시험에 해당하는 방법은 IOS

527-4
12)

 [등방성 및 직교 섬유 강화 플라스틱 복합 재료

의 시험조건] 규준이라 할 수 있다. ISO 527-4는 다음 재

료에 대해 적용할 수 있다. 일방향이 아닌 방향성이 있는

섬유, 일방향이 아닌 강재와 일방향 강화재 또는 일방향

강화재 층을 상호 대칭이 되도록 하여 만든 다축 방향

섬유 강화 복합 재료와의 조합에 적용되며 여기서 말하

는 강화 섬유는 유리, 탄소, 아리미드 및 기타 유사한 섬

유를 포함한다. 시험편의 규격은 3가지 형태의 시험편을 제

시하고 있으나 직교섬유에 해당하는 시험체는 Fig. 3과 같

은 두 가지 형태이며 ASTM과 ACI 규준에서 명확하게 제

시하고 있는 두께 2.5 mm, 가로 길이 250 mm, 세로 길이

25 mm와는 다소 차이가 있는 규격을 제시하고 있다. 시험

체의 규격은 두께 2~10 mm, 가로 250 mm 이상, 세로

25 ± 0.5 mm 또는 50 ± 0.5 mm로 최소치가 ASTM과 ACI

규준에 포함하도록 제시하고 있으나 명확한 치수가 아닌

범위로 제안하여 규정하고 있다. 

L
min

F
tu
h/2F

su
=

Fig. 1 Standard and end tabbed specimen dimensions of

ASTM 

Fig. 2 Tension test of FRP laminate specimens of A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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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FRP 플레이트의 인장 시험 방법의

선행 연구 분석

유영찬 등
3)
의 연구에 의하면 FRP 플레이트의 인장시

험에 관련된 각국의 기준을 분석한 결과 각국의 시험체

의 치수 및 가력속도가 다소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1방향의 경우 FRP 플레이트의 폭은 15 mm 2방

향의 경우 20 mm 폭이 적절하며 가력속도는 1.5 mm/분

이 합리적이며 인장탄성계수는 각국의 산정 기준에 따라

약 10% 정도의 변화가 있어 극한강도 관련된 계산시 최

대응력을 기준으로 산정된 탄성계수를 적용할 것을 권고

하고 있다. 

박종섭 등
4)
의 연구에 의하면 FRP 플레이트는 섬유방

향의 인장강도는 매우 크지만 섬유직각 방향으로 전단강

도는 매우 낮은 특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정착장치에서 과도한 정착압에 의해 FRP를 지지할 경우

인장파괴보다 정착부의 취성적인 전단파괴가 먼저 발생

할 위험이 있으며, 반면 불충분한 정착압에 의해 정착되

는 경우에는 정착구에서의 슬립으로 도입된 긴장력 대부

분이 손실되거나 보강재로서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할 수

도 있다고 밝혔다. 또한, FRP 플레이트는 철근이나 바형

태의 FRP와 같이 돌기 등의 표면처리가 별도로 설치되

어 있지 않은 매끈한 표면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몰드형

정착장치의 정착성능이 정착장치에 충전된 충전재와 FRP

판의 접착력과 아주 작은 마찰력에 의해 결정된다. 그러

나 포아송 비 특성에 따라 인장을 받을 때 FRP 플레이

트의 단면이 감소하게 되므로 이 효과는 빨리 소멸되어

인장력에 상응하는 소요 정착성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접착력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매우 긴 부착 길이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유압식 물림구 대신 정착장치를 적용한 FRP 보강근의

방식을 채택하여 정착장치의 길이와 방법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4. 시험 개요

4.1 시험체 규격 및 사용 재료

이 연구에서 사용한 시험체는 인발성형 방식의 다방향

성 GFRP 플레이트로써 선행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각

국의 규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시험체 치수가 모두 포함

되는 치수로 결정하였으며 두께의 경우 다방향성 GFRP

플레이트의 최소두께 3 mm를 선택하였다. 따라서 시험

체 규격은 두께 3 mm, 폭 25 mm, 가로 길이 250 mm로 기

준 시험체의 경우 양쪽 물림구의 길이 50 mm, 노출부의

길이 150 mm로 결정하였다. 폭의 경우 ACI 및 ASTM에

서 제시하고 있는 25 mm의 규준과 1방향 15 mm 2방향

20 mm를 권고하는 기존의 연구 결과에 따라 25 mm로

선택하였으며 양쪽의 물림부와 노출부 길이의 비는 1 : 3

으로 ACI와 ASTM 및 ISO 규정에 의거하여 기준 시험

체를 제작하였다. 시험체 제작에 사용한 섬유는 유리섬

유 중 건설 분야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E등급의 E-glass

를 사용하였고 매트릭스는 폴리에스테르수지를 사용하였

으며 재료의 성질은 Table 1과 같다. 시험에 사용된 에

폭시는 건설 분야에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으로 인장

강도 480 MPa 및 부착강도 165 MPa을 갖는 제품을 사

용하였다.

4.2 시험 방법

4.2.1 GFRP 플레이트의 인장 시험 방법

이 연구에서는 해외 규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유압그립

장치에 의한 실험방법과 인장시험 시 물림구에서 시편의

미끌림 현상, 국부파괴 및 보강대와 시편의 분리 등 시

험 결과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요소를 최소화하기 위

해 Fig. 4와 같이 물림구를 따로 제작하고 Fig. 5와 같이

하부에서 시험체를 고정하여 가력장치에 의해 당기는

FRP 보강근 형태의 방식을 선택하였다. 가력을 위한 실

Fig. 3 Tension test of FRP laminate specimens of ISO 

Table 1 Specification of GFRP plate

Material Material properties Value

Glass fiber

(E-glass)

Specific gravity 2.54

Tensile strength 

of fiber

22
o
C 3,448 MPa

371
o
C 2,620 MPa

538
o
C 1,424 MPa

Elastic modulus of fiber (22
o
C) 72.4 GPa

Failure strain ratio 4.8 %

Polyester

Specific gravity 1.1~1.46

Tensile strength of polyester 40~90 MPa

Elastic modulus of polyester 20~44 GPa

Elongation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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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장치는 100 ton 용량의 UTM을 사용하였다. 가력속도는

FRP 플레이트의 인장강도에 큰 영향을 미치치 않는 기존

의 연구 결과를 근거로 ISO의 기준에 따라 분당 2 mm의

가력속도로 실험을 진행하였다. 실험에서의 측정항목은

로드셀에 의한 하중과 시험체당 3개의 변형률 게이지를

부착하여 평균 변형률을 측정하고 GFRP 플레이트의 공

칭단면적으로 나누어 인장강도를 산정하였다. 탄성계수의

경우 GFRP 플레이트의 최대응력을 기준으로 산정하였다.

4.2.2 시험 변수

시험체 변수는 기본형의 경우, ISO 규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유압식 물립장치를 사용한 물림구와 노출부의 길이

비가 1 : 3인 2호형 3호형 기준 시험체(I-1, I-2)와 동일한

길이비에서 정착장치를 제작하여 에폭시를 충전한 (S-1)

과 Fig. 6의 원형으로 표시한 부분과 같이 볼팅으로 고

정한 (S-2)로 제작하였다. 

정착장치의 부착길이를 FRP 보강근의 규격과 동일한

물림구와 노출부의 길이비 2 : 1로 적용한 시험체의 경우

정칙장치를 에폭시로 충전한 (SL-1)과 정착장치의 슬립

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시험체에 5 mm의 구멍을 뚫어 정

착장치와 볼팅으로 고정한 후 에폭시를 함께 충전한 (SL-

2)로 제작하였다. 또한, 국내 시험기관에서 사용하는 ASTM

D638-08의 규격에 의거하여 시험체 형태를 아령형으로

제작하고 정착장치를 에폭시로 충전한 (SLE-1)과 볼팅과

에폭시로 함께 고정한 (SLE-2) 시험체를 제작하였다. 따

라서 각 변수당 3개씩 총 8개의 변수로 24개의 시험체

를 제작하였다. ASTM D638-08의 경우 제작한 시험체의

길이비가 2 : 1로 제작하였기 때문에 기본 규격과의 비교

를 위해 5개의 시험체를 시험 의뢰 하였다. 실험에 사용

된 변수와 형상은 Table 2와 같으며 구체적인 규격 및

시험체 전경은 Figs. 6, 7과 같다. 

4.2.3 GFRP 플레이트의 구조해석 방법

이 시험에서는 GFRP 플레이트에 정착장치를 사용하

는 것이 보강재에 가해지는 높은 국부 압축응력을 적절

히 분산시켜 설계기준 강도를 발현할 수 있다고 판단하

여 FRP 보강근에 해당하는 길이비를 적용하였다. 그러

나 다소 보수적인 방법으로 명확한 정착장치의 길이에

따른 거동을 확인하기 위해 구조해석을 실시하였다. 

정착장치에 의한 역학적 거동은 Fig. 8과 같이 GFRP

플레이트 방향으로 하중이 작용하면 에폭시에 반력이 작

용하여 접촉면에서 마찰력이 발생하게 된다. GFRP 플레

이트는 표면이 매우 매끄럽기 때문에 에폭시와의 접착력

이 마찰력에 비해 크게 작용한다. 따라서 정착장치의 해

석모델을 접착력과 부착력 이외의 영향은 배제하고 하중

작용 방향에 대해 축대칭 거동을 갖도록 모델링 하였다.

또한, 에폭시와 GFRP 플레이트 간 미끌림이 발생할 경우,

인장시험 결과값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Fig. 9와

같이 접촉면을 일체화시켜 미끌림이 발생하지 않는 상태

로 해석을 수행하였다. 해석 변수는 정착장치의 부착길이

를 변수로 50 mm, 100 mm, 150 mm, 200 mm, 250 mm,

300 mm에 대한 6가지 해석을 수행하였으며 플레이트가

노출되기 시작하는 경계부분을 따라 에폭시면에 구속조

건을 적용하였다. 

Fig. 4 Tension test of FRP laminate specimens of ISO 

Fig. 5 Scheme of loading system 

 
Table 2 Specification of specimen

Specimen (mm) Length ratio

(grip: exposure)
Shape of grip

- (b × h) (grip: exposure)

I-1

(25 × 250) 50 : 150 1 : 3

Note

I-2 Reinforcing plate

S-1 Epoxy

S-2 Bolting

SL-1

(25 × 750) 300 : 150 2 : 1

Epoxy

SL-2 Epoxy+Bolting

SLE-1 Epoxy

SLE-2 Epoxy+Bol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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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치해석에 사용된 프로그램은 범용 유한요소해석 프

로그램인 ABAQUS를 사용하여 2D 해석을 수행하였다.

해석방법은 ABAQUS의 접촉해석(contact analysis) 기능

을 이용하여 에폭시와 GFRP 플레이트의 각 접촉면간 마

찰을 고려하여 응력분포를 검토하였다.
7,8,13)

5. 시험 결과 및 고찰

5.1 파괴양상

5.1.1 기준 시험체의 파괴양상

기준 시험체의 경우 Fig. 10과 같이 일반형인 2호형(I-1)

Fig. 6 Test specimens standard 

Fig. 7 Tension test set-up of specimens 

Fig. 8 Behavior of tensile stress for modeling

Fig. 9 Modeling of GFRP plate tensile load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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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보강대를 덧댄 3호형(I-2) 모두 유압식 그립장치에서

시험체가 미끌림에 의해 뽑히는 파괴 양상을 보였다. 3호

형의 경우 유압식 그립부의 유압이 고르지 않아 에폭시

의 부착이 선행적으로 떨어지는 파괴 양상을 보였다. 유

압식 그립장치의 경우 제품 사양에 따라 다른 성능을 보

이나 유압 방식이 매우 정교한 특수 제작된 그립장치가

아닌 일반 방식의 경우 다방향성 GFRP 플레이트의 실

험시 대부분 미끌림이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 그립장치의 유압을 높일 경우 시험체의 그립부에서 초

기 파괴가 발생하며, 유리섬유의 특성상 파괴된 부분에

서 섬유 방향으로 파단이 이어지는 현상이 발생함으로

GFRP 플레이트를 유압식으로 고정하는 방식은 인장강

도를 명확하게 확인 할 수 없는 방법으로 판단된다. 

5.1.2 정착장치를 달리한 시험체의 파괴양상

ISO와 동일한 규격에 정착장치를 달리하여 에폭시로

고정시킨 (S-1) 시험체의 경우 5개의 시험체 모두 Fig. 11(a)

와 같이 에폭시가 선행 파단되어 정착장치에서 빠지는 결

과를 보였으며 정착장치 가운데에 구멍을 뚫고 볼팅으로

고정시킨 (S-2)의 시험체는 Fig. 11(b)와 같이 모두 물림

구 하단의 볼팅부에서부터 찢어지는 현상을 보였다. (S-1)

시험체의 경우 에폭시와 GFRP 플레이트와의 충분한 접

착력을 확보할 수 없는 물림구 길이로 인해 에폭시의 파

단이 선행된 것으로 사료되며 (S-2)의 경우 50 mm의 물

림구 안에 바깥쪽으로부터 양쪽으로 10 mm 간격을 두고

볼팅을 한 것은 3 mm 두께에서는 충분한 정착길이를 갖

을 수 없는 방법으로 사료된다. 이와 같은 결과는 ISO와

ASTM 및 ACI 규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물림구와 노출

부의 길이비 1 : 3의 경우 GFRP 플레이트의 충분한 인장

력에 상응하는 소요 정착성능을 확보할 수 없는 길이비

로써 선행 연구를 통해 제시되어진 긴 부착길이를 확보

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결과라 판단된다. 

5.1.3 정착장치의 길이비를 달리한 시험체 파괴양상 

Fig. 6(b)와 같이 FRP 보강근의 인장실험 규격과 동일

한 양단 물림구의 길이 300 mm, 노출부의 길이 150 mm

로 2 : 1의 길이비를 적용하고 에폭시로 고정한 (SL-1) 시

험체의 경우 Fig. 12(a)와 같이 중앙에서부터 파괴를 시

작하여 섬유 방향으로 전체적으로 파괴되는 전형적인

FRP 인장파괴 양상을 보였다. 정착장치를 에폭시와 볼

팅으로 함께 고정한 (SL-2) 시험체의 경우 Fig. 12(b)와

같이 동일한 인장파괴 양상을 보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정착장치에서 충분한 부착길이를 확보한 것으로 판단되

며 부착 방법은 적정 길이의 에폭시 접착만으로도 미끌

림 없이 인장강도를 확인할 수 있다고 사료된다. 

 

5.1.4 정착장치 길이비 및 시험체 형상을 달리한 시험체의 파괴

양상 

현재 국내의 시험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ASTM 638-08

의 경우 시험체의 형상을 아령형으로 교정하여 실험을 진

행하고 있다. 그러나, ISO 규준에 의하면 직교 방향 또

는 다방향성의 FRP의 경우 아령형이 아닌 일반형을 사

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험 결과 Fig. 6(a)와 같이 아

령형 형태로 정착장치를 에폭시로 고정한 (SLE-1) 시험

체의 경우 대부분 Fig. 13(a)와 같이 응력 집중이 예상되

는 깎인 부분에서 파괴가 시작되는 양상을 보였다. Fig.

6(b)와 같이 에폭시와 볼팅으로 함께 고정한 (SLE-2)의

시험체의 경우도 Fig. 13(b)와 같이 시험체가 깎인 부위

에서 파괴가 되는 동일한 양상을 보였다. 

Fig. 10 Failure of multi-directional GFRP plate with ISO

method

Fig. 11 Failure of multi-directional GFRP plate 

Fig. 12 Failure of multi-directional GFRP plate 

Fig. 13 Failure of multi-directional GFRP pl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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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인장강도 및 응력-변형률 곡선

GFRP 플레이트의 정착장치와 물림구 및 노출부의 길

이비를 달리하여 실험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ISO 규

격에 의거한 물림구와 노출부의 길이비가 1 : 3인 경우 정

착장치를 충전식과 볼트식으로 제안한 방법 모두 미끌림

과 시험체의 찢김으로 인해 결과를 산출 할 수 없는 결

과를 보였다. 물림구와 노출부의 길이비를 FRP 보강근

과 동일한 2 : 1로 시험한 경우 일반 형상은 평균 인장강도

가 약 337.3 MPa 보였다. 그러나 형상을 아령형으로 시험

한 결과 평균약 288.1 MPa로 기본형에 비해 약 50 MPa의

강도 저하 결과를 보였다. 이 같은 결과는 다방향성 GFRP

플레이트의 경우 섬유의 방향이 복잡한 형태로 제조되기

때문에 아령형상으로 깎이는 부위에서 응력집중에 의한

국부적 파괴 영향을 더 쉽게 받는 조건으로 사료된다. 그

러나 동일한 아령형의 시험체를 사용하고 있는 국내 시

험기관의 ASTM 638-08 방법의 경우 매우 다른 시험 결

과가 나타났다. 인장강도가 평균 약 389.8 MPa로 길이비

를 2 : 1로 제안한 기준 시험체와 비교하여 약 15% 정도

의 강도 상승 결과를 보였으며 아령형의 시험체와 비교

하면 약 26%의 강도 상승 결과가 나타났다. 탄성계수의

경우 다방향성 GFRP 플레이트가 파단되는 시점까지 변

형률을 측정하여 최대 응력 기준 산정법에 근간하여 산

정하였다. 시험 결과, 물림구와 노출부의 길이비가 2 : 1

인 시험체 대부분 Fig. 14와 같이 평균 약 23 GPa로 유

사한 결과를 보였으며 ASTM 638-08의 방법의 경우 높

게 측정된 인장강도로 인해 약 30 GPa로 24%의 높은 인

장탄성계수 결과가 나타났다. ASTM 638-08의 방법의 경

Table 3 Test result of multi-directional GFRP plate

Specimen

No.
Tensile strength

(MPa)

Elastic modulus

(GPa)
Failure patternStandard

specimen

Length ratio

(grip : exposure)

Size

(width × height 

length × thickness)

ISO 

(FRP plate)
1:3 25×250×3

I-1-1

- -

Slip

I-1-2 Slip

I-1-3 Slip

I-2-1 Slip

I-2-2 Slip

I-2-3 Slip

S-1-1 Slip

S-1-2 Slip

S-1-3 Slip

S-2-1 Split

S-2-2 Split

S-2-3 Split

ASTM

(FRP rebar) 2:1 25×750×3

SL-1-1 345.13 25.4 Fracture

SL-1-2 322.24 23.7 Fracture

SL-1-3 334.32 24.8 Fracture

SL-2-1 342.53 25.1 Fracture

SL-2-2 334.15 24.7 Fracture

SL-2-3 345.77 25.6 Fracture

SLE-1-1 283.33 20.3 Local fracture

SLE-1-2 297.19 21.6 Local fracture

SLE-1-3 275.52 19.8 Local fracture

SLE-2-1 299.67 22.1 Local fracture

SLE-2-1 288.32 20.9 Local fracture

SLE-2-1 284.55 20.4 Local fracture

ASTM 

(FRP plate)
1:3 25×250×3

A-1 363.23 37.7 Local fracture

A-2 390.27 23.5 Local fracture

A-3 402.38 30.6 Local fracture

A-4 386.84 30.0 Local fracture

A-5 406.28 31.1 Local fra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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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시험체의 형태가 아령형이며 가력속도가 5 mm/min 으

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ISO 규준에서는 일방향이 아닌

2방향 또는 다방향성 FRP 플레이트의 경우 아령형으로 시

험체를 제작할 수 없도록 제안하고 있으며 가력속도는

2 mm/min으로 규정되어 있다. 기존 연구에 의하면(유영찬

등) 탄소섬유의 경우 가력속도의 범위(0.5~6 mm/min)에 따

른 인장강도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났

으나 강재에 비해 인장강도가 5~10배 이상의 고성능 탄

소섬유 복합체와는 달리 유리섬유 복합체의 경우 강재와

유사한 인장강도를 갖는다. 따라서 시험체의 길이와 가

력속도가 인장강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나 정

확한 원인 분석을 위해 가력속도에 따른 다방향성 GFRP

플레이트의 인장성능 시험에 대한 연구가 추가적으로 이

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결론적으로 다방향성 GFRP

플레이트의 경우 시험체를 아령형으로 만드는 경우 깎인

부위에서 응력집중으로 인한 섬유 파괴가 쉽게 발생함으

로 인장강도의 저하요인이 되며 가력속도 및 시험체의

길이가 인장강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ASTM 638-08 규준에 의

거한 다방향성 GFRP 플레이트의 인장강도 시험은 ISO

기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가력속도와 시험체 규격을 따라

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5.3 구조해석 결과 및 분석

GFRP 플레이트의 정착장치 길이에 따른 응력 해석 결

과 Fig. 15와 같이 노출부가 시작되는 부분에서 응력이

집중되는 현상을 보였다. 또한, 부착길이가 증가함에 따

라 정착장치의 에폭시 접착부의 응력범위가 줄어들면서

집중되는 응력의 크기도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다.

따라서 정착장치 길이 증가에 따라 노출부의 시작점에

서의 에폭시가 GFRP 플레이트의 인장하중작용에 가장

큰 영향을 차지한다고 판단되어 하중작용 시 응력이 가

장 집중되는 부분의 절점의 응력값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위해 GFRP 플레이트가 노출되기 시작

하는 부분의 에폭시 부착부의 절점(node) A, B, C, D를

Fig. 16과 같이 추출하여 정착장치의 부착길이에 따라 절

점에 작용하는 응력을 Table 4와 같이 정리하였다. 또한,

정착장치의 길이 증가에 따른 응력 감소율이 일정해 지

는 부분을 파악하여 적합한 길이를 분석하였다. 에폭시

파단 기준점의 경우 물림구와 노출부의 길이비를 1 : 3으

로 하고 에폭시를 충전한 S-1 시험체의 에폭시 파단 응

력 8~10 kN을 기준으로 Fig. 17과 같이 비교하였다. 

절점에 작용하는 응력분포 비교 결과, 응력은 절점 C,

D에 비해 GFRP 플레이트와 직접적으로 부착되는 절점

A, B에 더욱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에폭시의 파단

응력 범위에 해당하는 정착장치 50 mm의 경우 A, B점

에서 파단이 일어나며 일반적인 인장파괴가 발생하는

300 mm 범위까지 응력 변화를 살펴보면 50~150 mm 사

Fig. 14 Stress-strain relationship of multi-directional GFRP

plate 

Fig. 15 Tensile stress distribution for anchorage length 

Fig. 16 Analysis of epoxy node

Table 4 Analysis result of epoxy node 

Stress (kN)

Anchorage

length (mm)

Node A

(kN)

Node B

(kN)

Node C

(kN)

Node D

(kN)

50 11.86 9.38 7.48 6.71

100 7.72 6.30 4.87 4.40

150 5.66 4.74 3.61 3.27

200 4.81 4.10 3.11 2.81

250 4.29 3.71 2.82 2.54

300 4.05 3.55 2.70 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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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 응력이 급격히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으며 150 mm

이후부터 응력 변화가 서서히 변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정착장치 150 mm 이상부터는 응력 변화율 차이

가 거의 없는 경향을 통해 ISO 및 ACI 규정에서 제시하

고 있는 규격으로 다방향성 GFRP 플레이트의 인장시험

을 시행한다면 정착장치의 최소 부착길이는 150 mm 이

상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6. 결 론

 이 연구는 다방향성 GFRP 플레이트의 인장 특성치에

대한 명확한 분석을 위해 새로운 시험 방법을 제안하고

자 수행된 연구로써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1) 다방향성 GFRP 플레이트의 인장강도 시험을 위한

규격은 ASTM과 ACI 및 ISO 규준에 모두 만족하

는 두께 3 mm 폭 25 mm가 적당하며 길이의 경우 최

소 450 mm 이상의 규격이 적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2) 해외 규준에 의거한 다방향성 GFRP 플레이트의 인

장시험 방법의 경우 유압식 그립부에서 미끌림이

발생하며 유압을 높일 경우 그립부에서 초기 파괴

가 발행하여 섬유 방향으로 파단이 이어지는 현상

이 발생함으로 유압식으로 고정하는 방식의 경우

명확한 인장강도를 확인하기 어려운 방법으로 판단

된다. 

3) 다방향성 GFRP 플레이트를 ASTM 608-03 방법으

로 시험을 시행할 경우 약 15% 정도 인장강도가 증

가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명확한

원인 분석을 위해 가력속도에 따른 다방향성 GFRP

플레이트의 연구도 추가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

로 판단된다.

4) 다방향성 GFRP 플레이트의 경우 FRP 보강근과 같

은 정착장치를 사용하여 인장시험을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며 정착장치의 길이비는 시험체의 노출부와

정착장치의 물림구가 최소 1 : 1의 길이비를 가져야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5) FRP 인장실험 방법의 표준화를 위해서는 FRP의 재

료특성에 따른 적절한 각각의 그립 시스템이 요구

되며 관련된 현행 규준의 구체화 및 관련 연구가

더욱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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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이 논문에서는 다방향성 GFRP 플레이트의 인장특성치에 대한 명확한 분석을 위해 FRP 보강근과 같은 정

착장치를 이용한 시험 방법을 제안하였다. 등방성 또는 직교섬유로 강화된 FRP 플레이트의 인장시험은 ISO 규준으로

표준화 되어 있으며 역학적 특성치 분석을 위한 시험 방법의 연구도 진행되었으나 다방향성 GFRP 플레이트에 적용시

인장강도 특성치를 명확하게 확인하기 힘든 방법으로 나타났다. 국내에서 사용하는 시험 방법의 경우 일방향성 FRP 플

레이트에 적용하는 ASTM 기준을 계속 사용하고 있으며 시험 결과 인장특성이 크게 나타나는 결과를 보였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국내외 규준을 분석하여 모든 규준에서 공통으로 제시하고 있는 방법을 기준으로 GFRP 인장시험을 실

시하였으며 정착장치 길이와 시험 방법을 새롭게 제안하여 결과를 비교 분석하였다. 또한, 시험체 정착장치의 적절한

길이 비를 수치해석을 통해 도출하여 다방향성 GFRP 플레이트의 새로운 인장 시험 방법을 제시하였다.

핵심용어 :다방향성 GFRP 플레이트, 인장시험 방법, 정착장치 길이, 수치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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