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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RP 긴장재용 부착형 정착 장치의 강관 몰드 제원에 따른

정착 성능 실험 연구

정우태
1)
*·박영환

1)
·박종섭

1)

1)
한국건설기술연구원

An Experimental Study on the Performance of Bond-Type Anchorage

Systems with Various Dimensions of Steel Mold

Woo-Tai Jung,
1)* Young-Hwan Park,

1)
 and Jong-Sup Park

1)

1)
Korea Institute of Construction Technology, Goyang 411-714, Korea

ABSTRACT This paper contains the experimental performance evaluation results of bond-type anchorage systems

with the CFRP(carbon fiber reinforced polymer) tendon. The preliminary tests were performed to find the appropriate

filling materials in the steel molds. A total of five materials including epoxy or cement mortar have been used as

fillers in the steel molds. Results of the preliminary tests showed that specimen filled with non-shrinkage mortar

showed maximum tensile strength. Based on the finding, the non-shrinkage mortar was selected as filler for

anchoring CFRP tendons. Additional tests were performed as a parametric study to select proper size of steel molds

such as external diameter, thickness, and length. The proper size of steel molds with non-shrinkage mortar was

selected based on the test results, which gave stable tensile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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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FRP는 1940년대에 유리 섬유 강화 플라스틱(glass fiber

reinforced plastics, GFRP)이 소개된 이후, 1950년대 이후

부터 산업의 발달과 더불어 급속히 발전하기 시작하여

1960년대에 우주산업, 상업용 항공 산업의 성장 및 여가

시간의 활용 증가에 따라 고성능 첨단 복합 재료 제품

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되어 첨단 복합 재료에 대한 연

구·개발이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져 왔

으며 주로 방위산업, 항공 산업 등에 많이 적용되었다. 

토목 분야의 대표적인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구조

물에서 긴장재가 부식되어 긴장력이 저하되면 구조물의

내하력이 감소되어 구조물의 안전성에 문제가 발생된다.

강재의 부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들(에폭

시 도막, 전기 방식, 아연 도금 등)이 연구되고 개발되었

으나 아직까지 큰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으며, 최근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유리나 탄소 등 내부식성이 강한

섬유 복합 재료(fiber reinforced polymer composites)를

활용한 보강근 및 긴장재의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어 콘

크리트 구조물에 성공적으로 적용된 사례가 증가하면서

향후 그 이용이 급속히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장점을 지니는 FRP 보강재가 구조적 재료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충분한 강도와 강성을 확보하여야 하

고 특히 인장 특성에 대한 성능이 명확하여야 한다. FRP

보강재의 인장 특성을 구명하기 위해서는 정착 장치의

개발이 필수적이다. FRP 복합 재료는 철근과 달리 횡방

향 전단강도가 낮기 때문에 프리스트레스트 시스템에서

의 정착 또는 인장 특성값 파악을 위한 시험시, 정착구

와 맞물리는 부위의 FRP 보강재가 조기에 파단되는 경

우가 발생된다. 이러한 현상으로 인하여 FRP 보강재의

인장강도 시험시에는 인장강도의 편차가 크게 발생되며,

강도를 정확하게 평가할 수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현

상을 방지하기 위해 FRP 보강재에 가해지는 높은 국부

압축응력을 적절히 분산시킴으로써 설계기준 강도를 발

현할 수 있는 적정 정착장치의 개발이 필요하다.

FRP 보강재의 인장강도 측정을 위한 정착 장치는 주로

부착형으로 이는 속이 빈 강관 몰드에 긴장재와 채움재

와의 부착력에 의해 정착 성능이 좌우된다. 그러나 FRP

보강재의 종류에 적합한 몰드를 찾기 위해서는 재질, 제

원 및 몰드 내부의 채움재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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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는 CFRP 긴장재를 정착하기 위해 강관 몰

드를 사용하여 예비 인장 시험을 실시하였다. 강관 몰드

내부에 채워지는 채움재의 종류에 따른 강연선의 인장 성

능을 비교하고, 최적의 채움재를 도출하여 CFRP 긴장재

의 인장 시험을 통해 정착 성능을 고찰하였다. 또한 앞

선 실험으로 도출된 채움재를 이용하여 강관 몰드의 제

원 및 긴장재 표면 처리에 따른 정착 성능을 확인하였다.

2. 예비 인장 시험

2.1 실험 계획

기존에 연구된 몰드형 정착구를 이용한 인장 시험을

살펴보면, 채움재의 종류 및 슬리브 제원이 다양하며, 주

로 발생하는 파괴모드는 FRP 보강재의 파괴보다는 정착

단에서 슬립, 응력 집중으로 인한 전단 파괴가 많이 발

생되었다.
1-3)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FRP 긴장재의 정착

을 위한 최적의 채움재를 찾기 위해 Table 1과 같이 5종

류의 채움재를 사용하였고, 강재 슬리브는 CSA(Canadian

Standard Association)의 규격에 따라 제작하였다(Fig. 1).
4)

2.2 실험 변수 및 실험 방법

일본에서 제작한 FRP 긴장재(CFCC)의 부착 강도는 약

7 MPa로 강연선의 부착 강도보다 높다.
5)
 따라서 강연선

을 이용하여 정착 성능을 확보한다면 FRP 긴장재의 정

착 성능 역시 확보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FRP 긴장재의

가격이 고가이기 때문에 강연선을 이용하여 FRP 긴장재

의 정착 성능을 확인하는 것이 경제적이다.

강연선(φ12.7)의 길이는 1 m이며, 한쪽만 부착형 강관

몰드를 사용하였고, 반대쪽은 쐐기로 고정하였다. 강연선

중앙에는 변형률 게이지를 부착하였고 하중은 센터홀 로

드셀로 측정하였다. 가력은 50톤 용량의 센터홀 잭을 이

용하여 인장 시험을 수행하였다(Fig. 2).

2.3 실험 결과

Table 2는 예비 시험 결과의 최대 하중과 파괴 형상을

요약하였다. 채움재를 에폭시로 할 경우 에폭시가 깨지

면서 강연선이 빠지는 파괴를 보였고, 최대 하중은 강연

선 인장강도의 20~48% 수준이었다. 무수축 모르타르의

경우는 강연선의 인장강도 수준까지 정착하였고 강재 슬

리브에는 어떠한 슬립도 발생하지 않았다(Fig. 3).

팽창 모르타르가 채워진 강관 몰드의 경우, 강연선은

인장강도 성능을 발휘하였지만 슬립이 발생하였다. 이것

은 팽창제의 혼합이 오히려 모르타르의 강도를 저하시켰

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FRP 긴장재의 경우

도 무수축 모르타르로 채워진 강관 몰드를 사용하면 FRP

긴장재의 정착 성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Table 1 Specification of specimens

Specimen Filler Curing time Remark

E-HV
High viscosity

epoxy
Three days, 40

o
C -

E-LV
Low viscosity 

epoxy(1)
Three days, 40

o
C -

E-SH
Low viscosity 

epoxy(2)
Three days, 40

o
C -

M-NS Non-shrink mortar Three days, 40
o
C -

M-EX Expansion mortar Three days, 40
o
C 1% expansion

Fig. 1 Specification of steel molds

Table 2 Test results 

Specimen
Maximum

load (kN)①

Failure

mode

①/Tensile strength for steel 

tendon (%)

E-HV 73.77 Slip 41

E-LV 87.02 Slip 48

E-SH 35.87 Slip 20

M-NS 180.59 Rupture 100

M-EX 181.79 Slip 100

Fig. 2 Test set-up of specim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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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강관 몰드 제원별 정착 시험

3.1 부착 시험을 통한 부착 강도 및 정착 길이 추정

앞서 수행된 인장 시험을 통해서 채움재는 무수축 모

르타르로 결정하였고 기존에 연구 개발된 다양한 CFRP

긴장재의 표피 형식과 제작 방식을 분석하여 부착 성능

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 연구에 사용된 긴장재에는 개발된 여러 형식의 표

피 중 가장 우수한 부착 강도를 보여준 형식이 선정되

었으며 ACI와 CSA 및 JSCE에서 공통으로 규정하고 있

는 부착 실험을 수행하여 그 성능을 확인하였다.
4,7,8)

 선

정된 표피 형식은 X형으로 제직사를 직조시킨 방식으로

서 Fig. 4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마름모꼴의 홈들이 규

칙적으로 배열되어있어 이 부분의 전단키 작용이 모르타

르와 표피 사이의 부착 성능에 큰 기여를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부착 실험 결과 옥사이드 코팅을 하지 않은

경우의 부착 강도는 평균 14.08 MPa, 옥사이드 코팅을

한 경우에는 부착 강도가 평균 16.36 MPa 이상으로

15~20% 가량의 부착 강도가 증가하었다.
6)
 부착 강도는

몰드에 매립된 CFRP 긴장재 길이 전체에 동등하게 분

배된다고 가정하면 CFRP 긴장재의 파단 하중을 적용하

여 정착 길이를 다음과 같이 추정할 수 있다.

(1)

여기서, L
a

=정착 길이, P
max

= CFRP 긴장재 파단 하중

(178 kN), D = CFRP 긴장재 외경(10.5 mm), τ = CFRP 긴장

재 부착 강도이다. 이 식을 이용하여 CFRP 긴장재가 파

단되는데 필요한 정착 길이를 추정하면 330~380 mm로

나타났다.

 

3.2 실험 계획 및 실험 변수

CFRP 긴장재의 정착 성능을 확인하고 향상시키기 위

한 방안으로 CFRP 긴장재를 정착하는데 사용되는 강관

몰드의 제원(외경, 두께, 길이, 열처리)을 다양하게 하여

예비 실험을 수행하였다. 앞서 예비 인장 시험에 사용되

었던 강관 몰드는 기성 강관 중 열처리를 하지 않은 항

복강도 343 MPa의 압력 배관용 탄소 강관으로서 인장

실험시 강관 몰드의 안정된 정착 성능을 유지하기 위해

몰드 제원에 대한 기본적인 설계 요소들을 변수로 하여

실험을 수행하였다. 강관 몰드는 기성 강관의 제원 중에

서 CFRP 긴장재 제원에 맞추어 적절히 적용할 수 있는

제원의 범위를 추려서 사용하였다. 실험 변수는 강관 몰

드의 외경, 두께, 길이, 섬유 제조사, 긴장재 옥사이드 코

팅, 몰드 열처리 등을 적용하였으며 시편에 사용된 CFRP

긴장재의 제원과 변수는 Tables 3과 4에 명시하였다.

강관 몰드의 외경, 내경, 두께 및 열처리 변수는 긴장

재가 파단에 이를 때까지 몰드가 충분히 견디는지와 정

착시 취약부를 확인하고자 할 때 필요하며 경제적인 관

점에서도 확인되어야 하는 요소이다. 강관의 열처리 후

의 항복강도는 490 MPa이며 실험시 강관의 연성 감소에

의한 취성적인 파괴가 관측되는지 확인하였다(Figs. 5, 6).

강관 몰드의 길이 변수는 정착 실험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로서 긴장재의 인장 성능은 최대한 이끌어 내면서

길이를 최소화시키는 방안이 연구되었다(Fig. 7). 그 방

안의 하나로 긴장재 표면에 옥사이드 코팅을 하여 부착

성능을 향상시키는 방안이 사용되었으며 기존 연구의 부

착 시험에서 얻은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긴장재 표면에

일정한 분포를 가지도록 주의하면서 알루미늄 옥사이드

를 코팅하였다(Fig. 8). 

3.3 실험 방법

시편 제작은 기존 인장 성능용 시편 제작 방법과 동일

하며 정착을 위해 강재 재질의 몰드를 사용하였고 몰드

를 제외한 순길이는 40D 이상을 확보하였다.
4)
 시편들은

강재 몰드에 삽입한 후 모르타르를 채워 40
o
C 건조로에

3일간 양생하였으며 양생된 모르타르의 강도는 49 MPa

L
a

P
max

πDτ
-----------=

Fig. 4 Shape of CFRP tendons

Table 3 Specification of CFRP tendons

Fiber Resin
Surface

fiber

Nominal

Diameter

(mm)

Effective

cross sectional

area (mm
2
)

Surface

form

Tensile

strength

(MPa)

A-type

carbon

Vinyl

ester
PVA 9.5 70.88 X shape 1,700

B-type

carbon

Vinyl

ester
PVA 9.5 70.88 X shape 2,400

Fig. 3 Rupture of steel tendons



260│한국콘크리트학회 논문집 제23권 제3호 (2011)

이상으로 확인되었다. 다음의 Table 5와 Fig. 9는 시간에

따른 무수축 모르타르의 압축강도를 나타냈다.

Fig. 9에서 알 수 있듯이 시간에 따른 강도 곡선은 일

반적인 모르타르의 강도 발현 곡선과 유사하며 경향이

뚜렷함을 알 수 있다. 또한 40
o
C로 가열로에서 3일 양생

한 모르타르의 압축강도가 상온의 항온 항습실에서 7일

이상 양생한 강도보다 높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이

는 곧 양생을 위해 가열로를 사용할 경우 양생에 소요

되는 시간이 크게 절약될 수 있음을 나타낸다.

하중 재하는 980 kN 용량의 UTM장비(Fig. 10)를 사용

Table 5 Compressive strength of non-shrinkage by time

 Curing room (21
o
C)

Oven

(40
o
C)

Dates
3 days

(MPa)

7 days

(MPa)

14 days

(MPa)

22 days

(MPa)

28 days

(MPa)

3 days

(MPa)

Average

40.3 49.3 51.2 48.7 55.7 50.4 

39.6 49.5 48.2 52.9 47.3 51.0 

40.8 48.6 51.1 52.7 53.2 48.0 

40.2 49.1 50.2 51.4 52.1 49.8

Fig. 5 Shapes by external diameter of mold

Fig. 6 Shapes by length of mold (1)

Fig. 7 Shapes by length of mold (2)

Fig. 8 CFRP tendon coated by oxides

Table 4 Specification of specimen

Specimen
Cabon

type

External/

internal

diameter

(mm)

Thick-

ness

(mm)

Length

(mm)

Oxide

coating

Heat 

treat-

ment

#01 A 21.7/16.1 2.8 400 × ×

#02 A 21.7/16.1 2.8 400 ○ ×

#03 A 27.2/21.4 2.9 400 × ×

#04 A 27.2/21.4 2.9 400 ○ ×

#05 A 34.0/27.2 3.4 400 × ×

#06 A 34.0/27.2 3.4 400 ○ ×

#07 A 42.7/35.5 3.6 200 × ×

#08 A 42.7/35.5 3.6 200 ○ ×

#09 A 42.7/35.5 3.6 300 × ×

#10 A 42.7/35.5 3.6 300 ○ ×

#11 A 42.7/35.5 3.6 400 × ×

#12 A 42.7/35.5 3.6 400 ○ ×

#13 B 21.7/16.1 2.8 400 × ×

#14 B 27.2/21.4 2.9 400 × ×

#15 B 27.2/19.4 3.9 400 × ×

#16 B 27.2/19.4 3.9 350 × ×

#17 B 27.2/19.4 3.9 300 × ×

#18 B 27.2/19.4 3.9 250 × ×

#19 B 27.2/16.2 5.5 400 × ×

#20 B 27.2/16.2 5.5 350 × ×

#21 B 27.2/16.2 5.5 300 × ×

#22 B 27.2/16.2 5.5 280 × ×

#23 B 27.2/16.2 5.5 400 × ○

#24 B 34.0/21.2 6.4 250 × ○

#25 B 34.0/21.2 6.4 280 × ○

#26 B 34.0/21.2 6.4 300 × ○

#27 B 34.0/21.2 6.4 350 × ○

#28 B 34.0/21.2 6.4 4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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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으며, 재하 속도를 0.0835 mm/sec로 일정하게 유지

하였다. 또한 시편 중앙에 긴장재의 표피를 평평하게 갈

아 탄소원사 즉 코어 부분에 변형률 게이지를 부착하여

측정하였으며 변위와 하중은 하중 재하 장비에서 직접

측정한 값을 사용하였다.

3.4 실험 결과

정착 실험 결과를 Table 6에 정리하였다. 실험 결과 파

괴 모드는 크게 FRP와 강관의 파괴로 나눌 수 있다. FRP

파괴 모드는 slip(SL), neck rupture(NR), center rupture

(CR)로 구분되며 여기서 slip은 낮은 하중에서 부착 파

괴가 발생한 것으로 외부적으로 FRP가 파괴되지 않은

Fig. 10 Test set-up of specimens 

Table 6 Test results

Specimen Maximum load (kN) Tensile strength (MPa) Maximum disp. (mm) Maximum strain (µε) Tensile modulus (GPa) Failure mode

#01 39.13 552 13.54 4192 N/A NR/SL/SY

#02 62.47 881 8.89 6369 N/A NR/SL/SY

#03 114.64 1,617 13.74 11949 136.65 CR

#04 93.16 1,315 9.58 10220 N/A NR/SL

#05 127.09 1,793 10.05 N/A 133.18 NR/SL

#06 131.41 1,854 10.77 N/A 131.84 CR

#07 82.38 1,162 8.04 9698 N/A NR/SL

#08 91.40 1,289 8.86 11170 N/A SL

#09 109.05 1,538 10.18 N/A 127.85 CR

#10 111.89 1,578 10.18 N/A 120.55 CR

#11 123.56 1,743 9.39 11720 145.10 NR/SL

#12 129.45 1,826 9.52 11800 148.46 NR/SL

#13 84.66 1,195 9.13 9058 129.94 SR/SL

#14 110.27 1,556 10.96 10971 136.14 SR/SL

#15 136.48 1,926 13.78 12734 146.47 SR/SL

#16 142.57 2,012 15.41 N/A 122.90 SR/SL

#17 142.52 2,012 15.79 14951 133.94 SR/SL

#18 142.09 2,006 17.43 N/A 141.88 NR/SL

#19 136.48 1,926 15.20 13505 136.67 SY

#20 147.42 2,080 17.57 12991 149.51 SY

#21 145.40 2,052 17.07 14625 138.05 SY

#22 146.53 2,068 18.31 N/A 153.19 SY

#23 175.64 2,479 14.17 N/A 160.06 CR

#24 146.84 2,072 17.42 N/A 132.61 NR/SL

#25 162.04 2,287 16.96 N/A 168.57 NR/SL

#26 162.73 2,297 16.60 N/A 122.77 CR

#27 168.96 2,385 17.58 N/A 134.43 CR

#28 172.78 2,439 14.84 N/A 147.79 CR

Fig. 9 Compressive strength of non-shrinkage by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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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이며, 부착 파괴로 인하여 FRP가 파단된 경우는 neck

rupture로 나타냈다. Center rupture는 정착 성능이 FRP

파단 강도에 도달하여 FRP 중앙에서 파단된 것을 의미

한다. 강관은 외적으로 변형이 발생한 경우 steel yield

(SY)로, 끊어진 경우는 steel rupture(SR)로 나타냈다. 이

러한 파괴 형상은 대부분의 시편에서 복합적으로 발생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3.4.1 강관 몰드 외경별(강관 길이 : 400 mm)

강관 몰드의 외경별 실험은 강관 단면적이 정착 성능

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것이 목적이다. 실험 결과,

φ 21.7, φ 27.2는 다른 시편과의 상대적인 단면적 감소로

인하여 강관이 항복하여 최대 정착 성능의 32~95%로 나

타났다. φ 34, φ 42.7은 최대 정착 성능을 보였고, 이 경

우 옥사이드 코팅된 경우가 약 4%의 정착 성능 향상을

보였다(Fig. 11).

부착형 정착 장치는 긴장재와 몰드 내 채움재간의 부

착에 의해 긴장재의 인장강도를 지지하는 방식이지만, 몰

드 변형에 의한 정착 성능은 의미가 없으므로 정착 성

능에 적합한 몰드의 단면적이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φ 34 이상에서 최대 정착 성능을 발현하였지만 φ 27.2도

95%의 정착 성능을 보이므로 몰드의 두께 조절 및 열처

리 등으로 정착 성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3.4.2 강관 몰드 길이별 I

몰드 길이별 변수에 대한 정착 실험은 강관 외경과 더

불어 정착 성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요소이다. 첫 번째

길이 변수 실험은 A사의 탄소섬유 원사로 제작된 긴장재

를 사용하였고, 강관의 단면 제원은 φ42.7, 두께 3.6 mm로

일정하며 길이만 변화시켰다. 긴장재 표면의 옥사이드 코

팅 처리 유무와 병행해서 진행되었으며 그 결과를 정리

하여 Fig. 12에 나타냈다. 실험 결과 몰드 길이 200 mm인

경우 최대 정착 성능의 76%에서 슬립 파괴가 발생하였

지만, 300 mm 및 400 mm의 경우는 각각 92%, 100%로

나타났다. 정착 길이는 식 (1)로 산정된 길이와 유사하므

로 평균 부착 응력의 개념에 의하여 정착 길이를 산정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정착 길이의 최적화를 위

해서는 긴장재 표면 처리 등의 부착 특성을 높일 수 있

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3.4.3 강관 몰드 길이별 II

두 번째 몰드 길이 변수 실험은 B사의 탄소섬유 원사

로 제작된 긴장재를 사용하였고, 강관의 직경은 φ 27.2로

일정하며 몰드 길이 250~400 mm에 대해 강관 두께를 3.9 mm

및 5.5 mm를 적용하여 정착 성능을 고찰하였다. 몰드 외

경별 실험에 적용되었던 몰드와 외경은 같지만 두께가

1 mm, 2.6 mm 증가되었다(Fig. 13). 최대 정착 성능의 약

87%를 보이며 Fig. 14와 같이 너트로 지지된 강관 단부

의 파단 및 변형으로 실험이 종료되었다. 정착 성능을

너트로 지지할 경우 몰드 단부의 나사탭 부분의 두께가

나사 피치 거리만큼 줄어 취약해지고 여기에 응력 집중

Fig. 11 Tensile strength by external diameter

Fig. 12 Tensile Strength by Mold Length (I)

Fig. 13 Tensile strength by mold length (II)

Fig. 14 Steel mold fail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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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발생하여 생긴 결과로 판단된다. 몰드의 정착 성능을

높이기 위해 두께 5.5 mm, 길이 400 mm의 강관 몰드에

열처리를 추가하여 정착 성능을 수행한 결과 최대 정착

성능을 보이며 긴장재의 중앙 파단을 유도하였다(Fig. 15).

3.4.4 강관 몰드 길이별 III

세 번째 몰드 길이 변수 실험은 앞의 두 실험들을 종

합하여 강관 몰드의 제원을 확정하고 열처리를 한 후, 몰

드의 길이에 대한 영향만을 고려하여 실험을 수행하였다.

B사의 탄소섬유 원사로 제작된 긴장재를 사용하였고, 강

관의 직경은 φ34, 두께는 6.4 mm로 일정하며 열처리를 적

용하였고 길이는 250~400 mm에 대해 정착 성능을 살펴

보았다. 실험 결과, 몰드 길이별 최대 하중은 증가하는 경

향을 나타냈으며, 몰드 길이 300 mm 이하는 슬립 파괴가

발생하였고, 350 mm 이상에서는 중앙부 파단이 발생하여

최대 정착 성능을 보였다(Fig. 16). 이 실험은 긴장재 표

면에 옥사이드 코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행되었으며

긴장재가 그 고유의 최대 인장 성능을 발현할 수 있게 하

는 최소의 부착 길이는 350 mm인 것으로 판단된다. 추후

에 옥사이드 코팅을 한 실험체를 제작하여 부착 길이를

더 감소시킬 방안에 대한 연구가 요구된다.

4. 결 론

이 연구는 CFRP 긴장재의 정착을 위해 사용되는 강재

몰드에 사용될 최적의 채움재를 도출하고 도출된 채움재

를 이용하여 몰드의 제원에 따른 정착 성능을 확인하는

연구로써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1) 예비 인장 시험 결과, 무수축 모르타르로 채워진 강

재 슬리브의 정착 성능이 강연선의 인장강도 수준

까지 나타났다. 따라서 FRP 긴장재의 경우도 무수

축 모르타르로 채워진 강재 슬리브를 사용하면 FRP

긴장재의 정착 성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된다.

2) 강관 몰드의 외경별 실험 결과, 몰드 변형에 의한

정착 성능은 의미가 없으므로 정착 성능에 적합한

몰드의 단면적이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φ 34 이

상에서 최대 정착 성능을 발현하였지만 φ 27.2도 95%

의 정착 성능을 보이므로 몰드의 두께 조절 및 열

처리 등으로 정착 성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3) 정착 길이는 평균 부착 응력의 개념에 의하여 정착

길이를 산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정착 길

이의 최적화를 위해서는 긴장재 표면 처리 등의 부

착 특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판

단된다. 

4) 부착형 정착 장치의 정착 성능을 너트로 지지할 경

우 몰드 단부의 나사탭 부분의 두께가 나사 피치거

리만큼 줄어 취약해지고 응력이 집중되어 변형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강관 몰드에 대해 열처리를 적

용하여 정착 성능 향상을 확인하였다.

5) 이 연구에서 도출된 부착형 정착 장치의 최소 강재

몰드 길이는 350 mm로 나타났다. 실험 결과 긴장재

표면에 옥사이드를 코팅하면 부착 특성이 향상되므

로 부착 길이 최적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향후 부

착 특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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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이 연구는 부착형 정착 장치를 갖는 CFRP(carbon fiber reinforced polymer) 긴장재의 정착에 관한 실험 연구

이다. 적절한 채움재를 도출하기 위해 예비 실험을 수행하였고, 에폭시 또는 콘크리트 모르타르와 같은 5종의 재료가

채움재로 사용되었다. 실험 결과 무수축 모르타르를 사용한 시편에서 최대 인장강도를 보이므로 이 연구에서는 CFRP

긴장재용 강관 몰드의 채움재로써 무수축 모르타르를 결정하였다. 예비 실험으로 도출된 채움재를 이용하여 강관 몰드의

적정 제원을 도출하기 위해 외경, 두께 및 길에 대한 추가 실험을 수행하였다. 이 실험을 통해 무수축 모르타르를 사용한

강관 몰드의 적정 제원이 도출되었고, 이러한 제원의 강관 몰드로 정착된 CFRP 긴장재는 안정적인 인장 성능을 보였다.

핵심용어 : CFRP, tendon, 정착, 부착형, 채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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