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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in order to observe the behaviors of fiber reinforced polymer (FRP) strengthened and steel fiber rein-

forced concrete specimens for impact and static loads, flexural and punching tests were performed. For the one-way flexural and

two-way punching tests, concrete specimens with the dimensions of 50 × 100 × 350 mm and 50 × 350 × 350 mm were fabricated,

respectively. The steel fiber reinforced concrete specimens showed much enhanced resistance on two-way punching of static and

impact loads. In addition the FRP strengthening system provided the outstanding performance under a punching load. Because of

a large tensile strength and toughness of ultra high performance concrete (UHPC), the UHPC specimens retrofitted with FRP

showed marginally enhanced strength and energy dissipating capa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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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콘크리트의 성능 향상을 위한 방법 중에서 콘크리트

매트릭스에 섬유를 보강하는 것은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의 하나이다. 일반 섬유보강 콘크리트는 1960년대부터

개발되어, 최근에는 고성능 섬유 보강 시멘트계 복합체

(high performance fiber reinforced cementitous composites,

HPFRCCs)
1-7)
가 상용화되는데에 이르고 있다. 반면 일반

콘크리트 매트릭스에 섬유만 혼입하는 단순한 방법으로

는 섬유 보강 시멘트계 복합체의 소요 성능을 얻기가 어

렵다. 특히 기존의 콘크리트가 가진 대표적인 단점인 낮

은 인장강도와 연성을 극복하기 위해, 제조과정에서 다

량의 섬유가 혼입되고, 작은 크기의 골재를 사용하면서

섬유가 뭉치는 현상(fiber balling)이나 매트릭스 내에 고

르게 분포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최근에는 건설 구조물이 사용하중 하에서 요구되는 성

능이나 내구성능 이외에도 강한 지진이나 충격, 폭발, 강

한 화재와 같은 극한 상황에 대한 저항 성능이 요구되

고 있다.
3,5-12)

 이중 충격이나 폭발 하중은 Fig. 1과 같은

높은 변형 속도를 갖으며, 저속(low-velocity) 충격하중의

경우에도 준-정적(quasi-static) 하중 속도의 10
6
배가 넘는

변형 속도를 갖는다.

기존 건설 재료의 보수보강재 또는 새로운 건설재료로

사용되고 있는 FRP(fiber reinforced polymer)는 높은 변형

속도의 하중에 대해 다양한 장점들이 발견되면서 많은 연

구가들이 이에 주목하고 있다.
9-12)

 반면 FRP 보강 시스템

은 재료의 단가 등 경제성의 문제 이외에도, FRP와 콘크

리트 사이의 부착 성능에 대한 문제점이 아직 해결되지

않고 있다. ACI 440은 설계 계산에서 두 가지의 파괴 모

드만을 가정하고 있는데, 하나는 콘크리트의 압축 파괴이

고 다른 하나는 FRP 보강 시스템의 파괴이다.
13,14)

 FRP 플

레이트나 시트로 보강한 콘크리트 보에서 전형적인 파괴

모드는 위의 2가지 모드 이외에도 콘크리트 피복의 분

리, 플레이트 단부에서 박리, 콘크리트의 균열부에서부터

유발되는 계면 박리 등 다양한 부착 파괴가 발생한다.
15)

이 연구에서는 FRP sheet와 강섬유 보강 콘크리트의

충격하중에서의 거동을 평가하기 위해 1방향 휨 및 2방

향 펀칭 파괴 실험을 실시하였다. FRP는 glass FRP

sheet와 carbon FRP sheet를 사용하였고, 일반적인 강섬

유 보강 콘크리트 이외에도 다량의 짧은 강섬유와 높은

분체량을 갖는 초고성능 콘크리트에 대해서도 시편을 제

작하여 실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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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험 변수 및 재료 물성

이 실험의 변수는 Table 1에 정리된 것과 같다. 콘크리

트는 일반 콘크리트(normal concrete, NC) 및 강섬유 보

강 콘크리트(steel fiber reinforced concrete, SFRC), 초고

성능 콘크리트(ultra high performance concrete, UHPC)로

시편을 제작하였다. 시험체 제작에 사용된 FRP의 섬유와

레진은 Table 2와 같다. 각 시험체는 1방향(unidirection)의

섬유 시트 2장을 Fig. 2와 같이 콘크리트 시편의 형태에

대해서 ±45
o
와 0/90

o
 두 방향으로 직교하여 에폭시 수지

로 부착시켰다. 단, CFRP는 모든 콘크리트에 적용하였

고, GFRP는 NC 부재에만 사용하였다. 

콘크리트의 배합표는 Tables 3 및 4와 같다. 40 MPa급

의 일반 콘크리트(NC)의 배합에서 굵은골재는 최대치수

13 mm의 부순 자갈을 사용하였고, 잔골재는 세척사이다.

소정의 워커빌리티를 획득하기 위해서 액상형 폴리카르

본산계 고성능 감수제를 1% 혼입하였다. 강섬유 보강 콘

크리트(SFRC)는 일반 콘크리트 배합과 동일하며, 0.75%

의 혼입률로 긴 강섬유를 투입하였다. 

초고성능 콘크리트(UHPC)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개발한 압축강도 180 MPa 초고성능 콘크리트의 표준배

합으로 제작되었다. 해당 배합에서는 시멘트와 실리카퓸

등 분체가 20%의 물결합재비(W/B)에 따라 사용되고, 굵

은골재 없이 잔골재와 충전재가 사용된다. 또한 액상형

폴리카르본산계 고성능 감수제와 2%의 높은 혼입률로

짧은 강섬유가 추가로 투입된다. 

SFRC와 UHPC에 사용된 강섬유는 Table 5에 정리된

것과 같다. SFRC에서는 길이 30 mm의 end-hooked 형태

의 강섬유가 사용되었고, UHPC에서는 길이 13 mm의

straight 형태의 짧은 강섬유를 사용하였다. 

Table 6은 이 실험에서 사용한 콘크리트 매트릭스의 28

Fig. 1 Strain rates associated with loading types
8)

Fig. 2 Angle of fabrics

Table 1 Test variables

Variable Details Notation

Concrete

 Normal concrete

 Steel fiber reinforced concrete

 Ultra high performance concrete

NC

SFRC

UHPC

FRP

 Not retrofitted

 Glass FRP

 Carbon FRP

N

G

C

Angle of

fabrics

 ±45°

 0/90°

±45

0/90

Table 2 Mechanical properties of FRP materials

Fiber Resin

E-glass
High strength

carbon
Epoxy

Tensile strength (MPa) 2,300 4,900 90

Elastic modulus (GPa) 76 230 3.0

Ultimate strain (%) 3.0 2.1 8.0

Thickness (mm) 0.350 0.111 -

Table 3 Mix proportions of NC and SFRC

Type of

concrete

Water

(kg/m
3
)

Cement

(kg/m
3
)

Fine

aggregate

(kg/m
3
)

Coarse

aggregate

(kg/m
3
)

Steel

fiber

(%)*

NC 350 583 544 667 -

SFRC 350 583 544 667 0.75

*Volume fraction of fibers

Table 4 Mix proportions of UHPC (by weight ratio)
16)

W/B Cement
Silica

fume
Sand Filler

Super

plasticizer

Steel

fiber

0.2 1 0.25 1.1 0.3 0.016 2%*

*Volume fraction of fibers

Table 5 Properties of steel fibers

Type of

fiber

(concrete)

Length

(mm)

Dia-

meter

(mm)

Aspect

ratio

Tensile

strength

(MPa)

Type

Long fiber

(SFRC)
30 0.50 60 1,200

End-

hooked

Short fiber

(UHPC)
13 0.20 65 2,500 Straight

Table 6 Mechanical properties of concrete

Concrete
Compressive strength

(MPa)

Flexural strength

(MPa)

NC 47.8 6.0

SFRC 46.7 8.7

UHPC 179.8 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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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재령에서의 압축강도(KS F 2405)와 휨인장강도(KS F

2408)를 정리한 것이다. 압축강도는 φ 100 × 200 mm의 실

린더 공시체를 제작하여 측정하였고, 휨인장강도는 100 ×

100 × 400 mm의 각주형 공시체를 제작하여 4점 재하로

측정하였다. 각 매트릭스의 휨인장강도 시험에서 측정된

대표적인 하중-처짐 관계는 Fig. 3과 같다. 

3. 실험 방법

1방향 휨실험에서는 50 × 100 × 350 mm의 시편을 제작

하였고, 2방향 펀칭 실험체는 50 × 350 × 350 mm의 정방

형으로 제작하였다. 타설된 콘크리트 시편은 20 ± 3
o
C에

서 14일간 수중양생한 이후에 FRP를 부착하였다. FRP 부

착 이후에 온도 20 ± 3
o
C 및 상대습도 50%의 항온항습실

에서 14일간 추가로 기건양생을 한 이후에 실험을 하였다.

1방향 휨 실험은 Fig. 4와 같이 순수 지간이 300 mm이

고, 부재의 중앙에 정적하중 또는 충격하중을 재하하였

다. 2방향 펀칭 실험은 Fig. 5와 같이 양쪽의 지간을

300 mm로 유지하면서 부재의 중앙에 하중을 재하하였다.

충격하중 재하 시에 반동을 제어하고, 회전에 대해서도

고정되도록 하기 위해 시험체는 Figs. 4~5와 같이 강제

프레임을 볼트로 고정하였고, 정적하중 시험에서도 같은

조건을 유지하였다. 준-정적 하중의 재하는 UTM(universal

testing machine)을 이용하여 0.01 mm/s의 속도로 하중을

재하하였다. 하중 재하 중에 부재의 중앙과 지간의 1/4

의 위치에 LVDT(linear variable differential transducer)

를 설치하여 변위를 측정하였다. 

저속 충격하중 실험은 낙하식 충격 시험기(drop-weight

impact testing machine)를 이용하여 실시하였고, 시험의

최대 용량은 약 800 J이다. 충격 하중은 낙하되는 추의

텁(tub)에 설치된 로드 셀을 통해 측정하였고, 추가 낙하

할 때 속도계를 통해 추의 속도를 측정하였다. 텁의 직

경은 25 mm이고, 타격부위는 반원구의 형태이다. 측정된

충격 속도와 하중을 통해서 충격 에너지가 환산된다. 실

험 결과에서는 추의 운동에너지와 시험체의 관성에너지는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기 때문에 하중-변형 곡선의 면적을

총 소산된 에너지로 환산하였다. 이 실험에서는 33.62 kg

의 추를 0.7 m 높이에서 낙하시켜 부재의 중앙을 타격하

였다. SFRC와 UHPC, 그리고 FRP로 보강된 콘크리트 시

험체에 대해서는 낙하되는 추에 공기압을 추가로 가하여,

충격 속도를 높였다. 공기압을 가하지 않고 자유 낙하한

경우에는 충격 속도가 평균 4.92 m/sec이고, 공기압을 추가

하는 경우에는 충격 속도가 5.91~5.93 m/sec였다.

4. 실험 결과

4.1 1방향 휨 실험

1방향 정적하중 휨 실험의 결과는 Table 7에 정리된 바

와 같다. ±45
o
로 FRP 보강한 NC 시험체는 정적 하중에

서 하중이 크게 증가하지 않았고, Fig.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GFRP 보강 시험체에 비해 CFRP로 보강한 경우가

큰 처짐량에서 최대하중을 보였다. SFRC-N의 최대 하중

은 NC-N 시험체에 비해 38% 정도 증가하였지만, Fig. 7

Fig. 3 Typical load-deflection relationships of concrete

Fig. 4 Test set up for one-way flexure

Fig. 5 Test set up for two-way punching

Table 7 Test results of one-way static flexure

Specimen
Maximum
load (kN)

Deflection at
max. load (mm)

Dissipated
energy (J)

NC-N
NC-G-±45
NC-G-0/90
NC-C-±45
NC-C-0/90

6.32
8.24
13.21
9.27
10.31

0.83
3.22
1.22
2.94
2.43

7.72
20.36
26.71
19.00
18.43

SFRC-N
SFRC-C-±45
SFRC-C-0/90

8.75
16.92
17.17

8.68
6.28
1.70

30.46
67.90
54.87

UHPC-N
UHPC-C-±45
UHPC-C-0/90

27.90
33.34
40.79

10.07
5.31
4.49

110.19
108.46
14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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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보이는 것과 같이 하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큰 처

짐량에서 측정된 결과이다. UHPC-N 시험체도 하중이 미

소하게 계속 증가하는 것으로 측정되었다. 

SFRC를 CFRP로 보강한 경우 최대 하중이 약 2배 정

도 증가하였고, 처짐량이 6 mm 이후의 큰 변형에서는 보

강하지 않은 경우와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UHPC에

CFRP를 보강한 시험체는 최대 하중이 46% 정도 증가하

였지만, 최대 하중 이후에 CFRP가 박리되면서 급격하게

하중이 감소하는 다소 취성적인 거동을 보였다. 

충격하중 실험에서 시간에 따른 추의 변위는 Fig. 8과

같다. 대상 시험체의 강도가 하중 에너지에 비해 약한

경우 시간-변위 관계는 선형에 가깝지만, 시험체의 강도

가 커지면 최대 하중 시점 이후에 비선형성이 커지는 것

으로 나타났다. 또한 충격하중 실험의 결과는 Table 8과

같다. FRP로 보강한 NC와 SFRC 시험체는 충격하중에

서 소산되는 에너지(dissipated energy)가 2배 이상 증가

하였다. UHPC 시험체는 매트릭스가 가지고 있는 높은

강도와 인성으로 인해 CFRP로 2겹을 보강한 경우, 충격

하중에서 소산되는 에너지가 크게 증가하지 않고, 4~8%

정도 증가하였다.

정적 상태와 달리 충격하중과 같은 높은 변형 속도의

하중에서는 가해진 하중이 부재 전체에 모두 전달되지

못하고 국부적으로 파괴가 진행되면서 일부 에너지가 손

실된다. 정적하중 실험에서는 시험체의 길이 방향으로

FRP를 보강한 시험체(0/90 시리즈)가 ± 45
o
 시리즈 시험

체보다 높은 강도를 보였으나 저속 충격하중에서는 다른

양상을 보였다. 즉 NC 시험체는 FRP가 부담하는 인장

력이 주요하기 때문에 ± 45
o
 보강한 경우가 0/90

o
인 보강

한 경우보다 소산되는 에너지가 다소 작게 나타났다. 

반면 NC와 달리 매트릭스 자체가 어느 정도의 인장강

도를 가지고 있는 1방향 SFRC와 UHPC 시험체는 소성

힌지가 발생하는 부위에서의 FRP의 보강 정도에 따라서

소산된 에너지가 달라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즉 1방향

NC는 모멘트가 크게 발생하는 부분에서 취성적으로 파

괴되기 때문에 부재 전체의 길이 방향으로 보강된 섬유

에 의해서 인성이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섬유보

강 콘크리트는 파괴 시에 소성힌지에서 큰 변형이 발생

하며, 이 국부적인 부분에 보강된 FRP에 의해서 인성이

증가된다고 판단된다. 충격하중 실험에서는 시험체의 구

속 정도와 텁에 접촉 되는 부위의 스폴링(spalling) 등으

로 인해 초기 최대 하중 이후에 하중이 진동하는 모양

으로 측정되었다. 이 연구의 전형적인 실험 결과는 Figs.

9 및 10과 같다. UHPC 시험체는 파괴 시에 지지부와 중

앙부에서 발생한 소성힌지 부위가 파단되지 않고 기하학

적으로 스트럿 형태를 유지하여, 텁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아서 Fig. 10과 같이 하중이 완전히 소산되지 않은 결

과를 보였다.

Fig. 6 Static load-deflection relationships of one-way flexural

tests of NC series

Fig. 7 Static load-deflection relationships of one-way flexural

tests of SFRC and UHPC series

Fig. 8 Time-deflection relationships of one-way flexural impact

tests

Table 8 Test results of one-way impact flexure

Specimen
Maximum

load (kN)

Deflection at

max. load (mm)

Dissipated

energy (J)

 NC-N

 NC-G-±45

 NC-G-0/90

 NC-C-±45

 NC-C-0/90

38.63

47.23

49.23

46.49

45.39

1.77

2.27

2.33

2.27

2.35

77.76

114.44

162.60

 98.79

154.07

 SFRC-N

 SFRC-C-±45

 SFRC-C-0/90

44.93

50.16

52.49

1.83

2.33

2.86

87.35

212.84

168.75

 UHPC-N

 UHPC-C-±45

 UHPC-C-0/90

69.99

72.46

72.82

1.39

1.55

1.61

643.89

694.38

67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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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2방향 펀칭 실험

2방향 정적하중 펀칭 실험의 결과는 Table 9와 같다.

Fig. 11과 같이 FRP 보강한 NC 시험체는 정적 하중에서

보강하지 않은 시험체에 비해 2.65~3.03배의 강도 증가

를 보였다. 최대 하중시의 중앙부 처짐도 3.8~4.7배로 증

가하였다. 섬유의 방향에 대해서는 ±45
o
 보다는 0/90

o
인

경우가 최대 하중과 중앙부 처짐이 약간 더 높게 나타

났다.

SFRC-N은 Fig. 12와 같이 1방향에서와 마찬가지로 하

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형태를 보였고, CFRP로 보강

하는 경우 최고 하중 이후에 변형률 연화 양상을 보였

다. UHPC 실험체는 SFRC와 비슷하게 보강하지 않은 시

편은 변형률 경화를 보이고, CFRP로 보강한 시험체 역

시 1방향 시험체와 마찬가지로 최대 하중 이후에 FRP가

박리되면서 하중이 감소하면서 변형률 연화를 나타내었다.

충격하중 실험의 결과는 Table 10과 같다. FRP로 보강

한 NC 시험체는 충격하중에서 최대 하중은 1.33배, 소

산되는 에너지가 4~5배 이상 증가하였다. 1방향 시험체

Fig. 9 Impact load-deflection relationships of one-way flexural

tests of NC series

Fig. 10 Impact load-deflection relationships of one- way flexural

tests of SFRC and UHPC series

Table 9 Test results of two-way static punching

Specimen
Maximum

load (kN)

Deflection at

max. load (mm)

Dissipated

energy (J)

NC-N

NC-G-±45

NC-G-0/90

NC-C-±45

NC-C-0/90

14.90

43.05

45.18

39.48

44.66

0.29

1.14

1.33

1.11

1.36

35.77

45.10

49.78

45.16

46.11

SFRC-N

SFRC-C-±45

22.24

63.13

5.74

1.25

90.58

106.29

UHPC-N

UHPC-C-±45

UHPC-C-0/90

64.70

97.05

98.42

4.28

2.03

1.41

216.90

206.78

191.28

Fig. 11 Static load-deflection relationships of two-way punching

tests of NC series

Fig. 12 Static load-deflection relationships of two-way punching

tests of SFRC and UHPC series

Table 10 Test results of two-way impact punching

Specimen
Maximum

load (kN)

Deflection at

max. load (mm)

Dissipated

energy (J)

NC-N

NC-G-0/90

NC-C-±45

NC-C-0/90

53.23

71.19

70.30

70.13

2.54

4.55

3.61

4.53

128.08

522.52

534.07

653.28

SFRC-N

SFRC-C-±45

 1st blow

 2nd blow

63.48

73.40

16.03

2.09

3.16

9.23

405.85

767.33

106.99

UHPC-N

 1st blow

 2nd blow

UHPC-C-±45

 1st blow

 2nd blow

UHPC-C-0/90

 1st blow

 2nd blow

75.16

45.69

-*

35.32

75.00

47.19

1.70

2.36

-*

15.17

1.71

5.09

778.09

424.66

794.62

383.42

808.68

512.64

*Acquired data are not avail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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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충격하중 실험에서는 SFRC가 NC에 비해 12%의 에

너지 증가를 보인 반면 2방향 시험체에서는 217%의 에

너지가 증가하였다. FRP보강 SFRC와 모든 UHPC 시험

체는 1회의 타격으로 파괴되지 않고 2회의 타격에서 파

괴되었다. 2회의 타격에서 소산된 에너지를 합산할 경우

SFRC에 CFRP를 보강할 때 2배 이상의 소산된 에너지

를 보였다.

Fig. 13에서 볼 수 있듯이 NC 시리즈는 시간-변위 관

계가 거의 선형을 유지하여, Fig. 14와 같이 최대 하중

시점에서 저항 에너지가 대부분 손실되었다. 이는 낙하

된 추의 에너지가 시험체의 저항성능에 비해 상대적으로

커서 시험체가 파괴되는 동안 추의 속도가 거의 줄어들

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반면 CFRP로 보강한 강섬유 보

강 콘크리트는 1회 타격으로 파괴되지 않아 시간-변위

관계도 최대 하중 이후에 비선형성을 보였고, 2번째 타

격에서 파괴되었다. 

하지만 Fig. 15에 보이는 바와 같이 1회 타격에서 시

험체가 거의 파괴되어 2회 타격시에는 소산된 에너지가

약 107 J로 나타났다.

모든 2방향 UHPC 시험체는 1회 타격에서 뚜렷한 펀

칭파괴가 나타나지 않고, 부재의 상부에서 스폴링이 일

부 발생하였다. 따라서 UHPC 시험체는 2회 타격으로 파

괴되었다. Fig. 16에 보이는 것처럼 UHPC의 경우에는 1

회 타격 시에 시간-변위 관계가 높은 비선형 거동을 보

였다. 또한 UHPC-N 부재는 변위의 일부가 회복되기도

하였다. UHPC 시험체는 2번째 타격 시에도 높은 저항

성능을 보였다. 시험체가 1회 타격에서 파괴되지 않을

경우 텁이 접촉된 부분에서 국부적인 파손을 발생시키면

서 운동 방향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최대하중이 일정한

구간(평행한 구간)이 측정된다.

FRP를 보강한 2방향 NC 시험체나 FRP를 보강하지 않

은 SFRC 시험체는 정적하중에서 쪼갬 파괴와 펀칭 파

괴가 복합적으로 나타난다. 또한 콘크리트 매트릭스가 쪼

Fig. 13 Time-deflection relationships of two-way punching

impact tests (NC and SFRC series)

Fig. 14 Impact load-deflection relationships of two-way punching

tests of NC series

Fig. 15 Impact load-deflection relationships of two-way punching

tests of SFRC series

Fig. 16 Time-deflection relationships of two-way punching impact

tests (UHPC series)

Fig. 17 Impact load-deflection relationships of two-way punching

tests of UHPC se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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갬 파괴되는 경우는 FRP의 탈락 정도가 심해지는 것으

로 나타났다. 반면 2방향 시험체의 충격하중에서의 대표

적인 파괴 양상은 Fig. 18과 같다. 일반 콘크리트 시험체

(NC-N)는 타격부(시험체 중앙)를 중심으로 불규칙한 파

편으로 쪼갬 파괴가 발생하였다. FRP로 보강한 부재의

하부사진(bottom)은 실험 종료 후에 FRP를 강제로 탈락

시켜 FRP(좌측)와 콘크리트 시편의 하부부분(우측)을 각

각 나타낸 것이다. FRP 또는 강섬유로 보강한 시험체는

쪼갬 파괴와 펀칭 파괴가 복합적으로 나타났다. 강섬유

보강 콘크리트(SFRC-N)는 방사형의 쪼갬 균열이 발생하

였다. FRP로 보강한 강섬유 보강 콘크리트는 뚜렷한 펀

칭 파괴가 나타났고, FRP가 박리되고 국부적으로 파단

되는 경우도 있었다. UHPC에서는 FRP가 박리되지 않고

펀칭 파괴로 종료되었다. 

5. 결 론

이 연구에서는 강섬유와 FRP로 보강한 콘크리트의 저

속 충격하중에서의 파괴 양상을 평가하기 위해 휨 및 펀

칭 실험을 실시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

과 같다.

1) 일반 콘크리트(NC)에 FRP를 보강한 경우 정적하중

휨 실험에서 최대 하중 및 최대 하중 시 처짐량이 크

게 증가하였다. 섬유보강 콘크리트에 FRP를 보강하는

경우 최대 하중은 증가하지만 최대하중 이후에 FRP

의 박리로 인해 강도가 크게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2) 충격하중 휨 실험에서 FRP로 보강한 NC와 강섬유

보강 콘크리트(SFRC) 시험체는 소산된 에너지가 2

배 이상 증가하였다. 초고성능 콘크리트(UHPC) 시

험체는 콘크리트 자체의 높은 강도와 인성으로 인

해 CFRP로 보강한 경우 소산되는 에너지가 4~8%

정도 증가하였다. FRP로 보강한 1방향 NC 부재에

서는 충격하중에서 부재 전 길이에 대한 휨보강이

큰 영향을 주지만, 섬유보강 콘크리트에서는 소성

힌지에 국부적인 FRP의 보강형태에 따라서 저항성

능이 달라진다.

3) FRP로 보강한 2방향 NC 시험체는 정적하중에서 보

강하지 않은 시험체에 비해 2.65~3.03배의 강도 증

가를 보였다. 보강하지 않은 UHPC 실험체는 변형률

경화를 보이고, CFRP로 보강한 시험체는 최대 하중

이후에 하중이 감소하면서 변형률 연화를 나타내었다.

4) FRP로 보강한 2방향 NC 시험체는 충격하중에서 보

강하지 않은 경우에 비해 최대 하중은 1.33배, 소산

되는 에너지가 4~5배 이상 증가하였다. 2방향 SFRC

시험체에서 FRP의 보강은 충격하중에서 소산된 에

너지가 약 2배로 증가하였다. FRP로 보강한 SFRC

와 모든 UHPC 2방향 시험체는 2회의 타격에서 파

괴되었고, UHPC 시험체는 2번째 타격 시에도 높은

저항성능을 보였다. FRP 또는 강섬유로 보강한 시

험체는 쪼갬 파괴와 펀칭 파괴가 복합적으로 나타

났고, FRP로 보강한 강섬유 보강 콘크리트는 뚜렷

한 펀칭 파괴가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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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이 연구에서는 FRP와 강섬유로 보강한 콘크리트 시편의 충격하중과 정적하중에서의 거동을 보기 위해 휨

실험과 펀칭 실험을 수행하였다. 1방향 휨 실험과 2방향 펀칭 실험에서 콘크리트 시편은 각각 50 × 100 × 350 mm와

50 × 350 × 350 mm의 크기로 제작하였다. 0.75% 혼입률의 강섬유 보강 콘크리트는 2방향 충격하중 및 정적하중에서 높

은 저항 성능을 보였다. 일반 콘크리트와 강섬유 보강 콘크리트에서 FRP 보강은 높은 성능 증가를 보였다. 초고성능 콘

크리트는 콘크리트 자체가 가지고 있는 높은 인장강도와 인성으로 인해, CFRP로 보강한 경우 강도와 에너지 소산 능

력이 크게 증가하지 않았다. 

핵심용어 :저속 충격하중, 펀칭, FRP 시트, 강섬유 보강 콘크리트, 초고성능 콘크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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