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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리드 효과를 주는 탄소섬유와 유리섬유의 최적 조합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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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Using combinations of carbon and glass fiber composites normally used for strengthening of concrete structures,

the hybrid effect from strengthening concrete structures using the composite is studied. To produce the hybrid effects, the specimens

were made with optimum proportions of carbon fibers with glass fibers. Then, direct tensile tests were conducted on the hybrid

FRP (fiber reinforced polymer) specimens. Unlike the woven fiber sheet currently used in construction sites, the FRP specimens

have to be directly combined with the fibers, which make the work very complicated. Therefore, direct tensile test specimens man-

ufacturing method based on the combination of high-tension carbon fibers and E-type glass fibers was proposed and the effects

of hybridization is studied through the direct tensile test. By comparing the ductility index, the modulus of elasticity, and the stress-

strain curves of the specimens, the most optimum glass to carbon fiber combination ratio for the hybrid FRP was found to be 9

to 1 with ductile K-type epoxy. The study results are discussed in detail in the 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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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의 보강에 사용되는 FRP 시트에는

탄소 섬유(carbon fiber reinforced polymer, CFRP)나 유리

섬유(glass fiber reinforced polymer, GFRP)가 주로 이용되

어 왔다. 이러한 섬유는 보강 재료로 그동안 사용되던 강

재에 비해서 내식성(corrosion resistance)과 비강도(specific

strength)가 우수한 장점을 갖고 있지만 탄성-선형 거동으

로 인하여 사전 경고 없이 급작스런 취성 파괴의 우려

가 있다.

특성이 다른 섬유를 조합하여 각각의 장점을 활용하기

위한 연구가 1970년대 이후 여러 연구자
1,2)
에 의해 수행

되어 왔으나, 콘크리트 구조물의 보강에 관련된 연구는

비교적 최근에 시작되었다. Grace 등
3,4)
은 하이브리드 섬

유에 대한 연구를 두 개의 탄소 섬유(고탄성과 고강도)

와 한 개의 유리 섬유(E-glass)를 조합하여 시도하였다.

이렇게 조합된 합성 섬유(hybrid fiber)가 하이브리드 효

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인장을 받는 경우 상대적으로

강성이 높고 극한 변형률이 작은 고탄성 탄소 섬유가 먼

저 파단 되고, 이어서 고강도 탄소 섬유나 유리 섬유 순

서로 파단 되어야 한다. 이러한 거동으로부터 철근이 항복

하고 인장 강성이 존재하는 것과 유사한 하이브리드 거

동을 얻게 되는 것이다(Fig. 1 참고). 따라서 이러한 하

이브리드 섬유 시트를 철근콘크리트 보에 보강할 경우에

는 뚜렷한 처짐이 확보되고, 첫 번째 섬유의 파단 시 큰 소

음이 발생하여 경고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하이브리드 섬유 시트의 구성에 가장 중요한 요소는 1

축 섬유 조합이라고 할 수 있다. 콘크리트의 보강에 사용

되는 섬유 시트는 섬유가 직조된 형태를 사용하고, 직조

과정에서 섬유 비율에 따라 제작은 할 수 있으나, 고비

용이 드는 문제점이 있다. 최근 하상수 등
5)
이 무근 콘크

리트에 섬유를 붙여서 만든 공시체로 휨 실험을 수행하

였으나, 정착 및 섬유-에폭시 비의 조절 문제로 인하여

하이브리드 섬유의 직접적인 특성 분석에는 한계가 있었

다. 또한 FRP에 대한 보강 단면의 해석에는 탄성계수와

인장강도 등의 정보가 요구되므로 직접 인장 실험에 의

한 역학적 특성이 필요하다. 그러나 직조되지 않는 섬유

를 함침한 FRP의 인장 시험체는 각 섬유 스트랜드(strand)

를 균질하게 배열하기 어려워 제작이 힘들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직조되지 않는 섬유를 사용한 FRP 시트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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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 인장 실험체 제작 방법을 고안하였으며, 섬유 조합에

따른 탄소 섬유와 유리 섬유의 하이브리드 효과를 얻기

위한 최적의 조합을 분석하였다.

2. 이론적인 탄소 섬유와 유리 섬유의

하이브리드 효과

Manders 등
2)
은 탄소 섬유와 유리 섬유를 혼합한 합성 재

료에 대해서 섬유의 조합 비율과 인장강도 간의 이론적

인 관계를 Fig. 1과 같이 제시하였다. A점과 D점은 유리

섬유(glass fiber, GF)나 탄소 섬유(carbon fiber, CF)의

상대적인 조합 비율이 100%일 경우에 각각의 극한강도로

서 식 (1)과 (2)로 정리할 수 있다. 탄소 섬유의 조합 비

율이 0%인 B점의 강도는 유리 섬유의 탄성계수와 탄소

섬유의 극한 변형률을 곱한 강도로 식 (3)과 같이 표현

할 수 있다.

(1)

(2)

(3)

여기서, fA : A점의 인장강도, fB : B점의 인장강도, fD : D점

의 인장강도, fGF :유리 섬유의 극한강도, fCF :탄소 섬유

의 극한강도, EGF :유리 섬유의 탄성계수, εCF :탄소 섬

유의 극한 변형률이다.

Line 1은 B점에서 탄소 섬유의 상대적인 조합 비율 증

가에 따른 강도 증가를 표현하고, Line 2는 A점에서 유

리 섬유의 조합 비율 감소에 따른 강도 감소를 나타낸

다. 식 (4)와 (5)로 제시되는 Line 1과 2의 만나는 점 C

는 식 (6)으로 구할 수 있다.

Line 1 ; (4)

Line 2 ; (5)

(6)

여기서, fC : C점의 인장강도, X :합성 재료의 탄소 섬유 조

합 비율(탄소 섬유의 체적/전체 섬유의 체적)이다.

Manders 등
2)
에 의하면 탄소 섬유와 유리 섬유를 혼합

한 합성 재료의 첫 번째 파단은 강성이 높은 탄소 섬유

의 극한 변형률에 도달할 때 발생하게 되며, 이는 직선

BD로 표현된다. 그러나 탄소 섬유의 상대적인 조합 비

율이 작은 경우에 합성 재료의 인장강도는 유리 섬유가

추가 저항하여 직선 AC로 표현될 것이다. 탄소 섬유 조

합 비율이 상대적으로 큰 경우에는 첫 번째 파단 후에

전체 조합 비율중 많은 부분이 손상되므로 유리 섬유가

이어서 저항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합성 재료의 인장

강도는 Fig. 1에서 선분 ACD로 표시되고, 직선 AC가 하

이브리드 거동을 나타내는 구간이 될 것이다. 이러한 합

성 재료의 하이브리드 거동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각 섬

유를 혼합하여 직접 인장력을 측정할 수 있는 공시체를

제작하여 수행할 수 있다. 

3. 탄소 섬유와 유리 섬유의 단면 분석

앞에서 언급한 섬유 조합에 따른 하이브리드 거동 분

석에 대한 연구는 각 섬유의 단면적에 대한 정보가 필

요하게 된다. 따라서 먼저 일정한 길이(이 연구에서는 일

정한 결과를 얻기 위하여 300 mm를 사용함)로 섬유 스

트랜드(strand)를 잘라서 저울(정밀도 10
-5

g)로 무게를 측

정하였다. 이렇게 측정된 섬유 스트랜드의 평균 무게를

비중과 길이로 나누면 식 (7)과 같이 단면적을 계산할 수

있다. Table 1에는 측정된 탄소 섬유와 유리 섬유 스트

랜드의 평균 단면적이 제시되었으며, 각 섬유 스트랜드

의 단면적은 0.44 mm
2
 및 0.45 mm

2
로 분석되었다. 섬유

단면의 필라멘트(filament) 직경은 Fig. 2와 같이 고성능

전자현미경을 통하여 측정할 수 있고, 이를 이용하여 스

트랜드 내의 필라멘트 수를 Table 1에 평균값으로 정리한

결과 탄소 섬유와 유리 섬유가 각각 11,636(12K), 2,222

(2,200tex)로 조사되었다.

(7)

여기서, Af :단면적, Wf :무게, ρ :비중, L :길이이다.

fA fGF=

fD fCF=

fB EGF εCF×=

fB fD fB–( ) X×+

fA fA X×( )–

fC
fA fB–

fD fB– fA+
--------------------------=

Af

Wf

ρ L×
------------=

Fig. 1 Theoretical strength of glass/carbon fiber hybrid

composites
2)

Table 1 Material properties of fibers

Fiber

type

Strand Filament Number of 

filament

(strand

/filament)

Wf

(10
-3
g)

L

(mm)
ρ

Af

(mm
2
)

Diameter

(µm)

Carbon fiber 248.58 306.22 1.80 0.44  7.04 11,636

Glass fiber 350.34 303.28 2.54 0.45 16.10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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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에폭시의 인장 시험

섬유 시트의 함침제(impregnant)인 폴리머 수지로는 현

장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는 J형과 연성 능력이 있는 K

형이 있다. 하이브리드 FRP에 사용되는 에폭시의 인장

강도 특성을 알아야 섬유 조합의 분석을 할 수 있다. 에

폭시의 직접 인장 시험은 시험체의 물림 장치에서 단부

파괴가 발생하여 실패하였다. 따라서 간접적인 휨 인장

시험을 수행하고자 결정하였다. 시험체의 크기로는 폭 ×높

이 ×길이(25 × 25 × 240 mm) 크기의 시험체를 제작하였

다. 성형한 후에 에폭시는 접착력에 의해서 몰드에서 탈

형이 쉽지 않다. 따라서 몰드(모르타르의 길이 변화 시험

용)표면에는 에폭시와 반응하지 않는 OPP(oriented poly

propylene) 필름을 부착한 후 에폭시를 주입하였다. 에폭

시는 일반적으로 24시간 정도면 충분히 경화되는 것으

로 현장 공정에서 적용하므로, 이러한 시간이 경과된 이

후에 몰드를 제거하였다. 이렇게 제작된 각주 시험체는

에폭시별 3개씩 4점 재하 실험을 실시하였다. 측정된 인

장강도, 탄성계수 및 극한 변형률은 Table 2와 같으며,

이러한 결과를 통하여 K형의 연성 에폭시는 J형에 비해

서 인장강도는 30%, 극한 변형률은 31%가 우수한 것으

로 나타났으나 강성은 오히려 20%가 낮은 것으로 분석

되었다. 

5. 하이브리드 FRP 섬유의 인장 실험

5.1 실험체 제작

하이브리드 효과를 모사하기 위해서는 탄소 섬유와 유

리 섬유를 적절한 비율로 조합해야 되며, 이렇게 제작된

실험체를 이용하여 하이브리드 FRP 인장 실험을 수행할

수 있다. 하이브리드 FRP 실험체는 직조된 섬유 시트를

이용하는 현장과 다르게, 섬유를 직접 조합해야 하는 이유

로 작업이 쉽지 않다. 최근 하상수 등
3)
의 연구에서는 폭 ×

높이 ×길이가 90 × 100 × 800 mm인 무근 콘크리트 보에

섬유를 휨 보강하여 실험을 수행하였다. 이러한 실험 방

법을 통하여 하이브리드 FRP 시트의 인장강도 특성을 측

정하기는 매우 어려우며, 정착과 섬유-에폭시 비를 조절

하기도 어렵고, 시트의 부착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시트 자신의 인장강도 특성도 측정하기가 거의 불가능하

다고 볼 수 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유영찬 등
5)
은 FRP 복합체의 인

장 시험에 대한 표준화된 시험 방법 및 규격을 도출하

기 위하여 국내·외의 다양한 규격을 비교 검토하고 실

험적으로 검증하여 제안하였다. 시험체의 폭을 변수로 한

시험에서 1축 FRP 복합체는 15 mm가 적절한 것으로 보고

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직접 인장 실험을 수행

하고자 유영찬 등
5)
이 제안한 실험체 치수를 Fig. 3과 같

이 사용하였다. 인장 실험체의 제작에 사용되는 재료는

에폭시에 반응하지 않는 OHP(over head projector) 필름

과 고무계 양면 테이프를 사용하였다. 여기서 OHP 필름

에는 실험체의 형상을 기입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사용

되는 펜들은 에폭시와 반응하게 된다. 따라서 실험체의

형상은 복사기를 사용하여 OHP 필름에 기입하여 에폭시

와 반응하지 않도록 하였으며, 제작 과정은 다음과 같다.

Step 1 :실험체의 형상 및 치수에 따라 OHP 필름을 유

리판에 테이프를 사용하여 Fig. 4(a)와 같이 설치한다.

Step 2 :고무계 양면 테이프를 사용하여 OHP 필름에 표

시된 선에 따라 Fig. 4(b)와 같이 형틀을 설치한다.

Fig. 2 Cross sectional view by electron microscope (×1,000)

Table 2 Mechanical properties of epoxy

Properties (unit) J type K type
K type

/J type

Tensile strength (MPa) 42.8 55.8 +30%

Modulus of elasticity (GPa) 2.19 1.76 −20%

Ultimate strain (%) 1.97 2.86 +31%

Fig. 3 Shape and dimension of hybrid FRP fiber specimen

(unit :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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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3 :섬유 조합에 따라 에폭시와 섬유를 Fig. 4(c)와

같이 배치하며, Fig. 4(d)는 제작된 하이브리드 FRP 실험

체를 보여주고 있다.

탄소 섬유와 유리 섬유의 하이브리드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에폭시는 일정한 단면의 치수를 유지한 상태에서

실험체 제작에 필요한 최소한의 양을 사용하였으며, 이

때에 에폭시-섬유의 비율(epoxy/fiber)은 1.5였다. 이러한

조건과 각 섬유 스트랜드의 단면적 비율을 일정하게 유

지시키기 위하여 폭(b)을 15 mm 기준으로 실험체에 따라

11.9~16.5 mm로 변화시켜가면서 제작하였다. 실험체의 단

부 파괴를 방지하기 위한 보강은 Fig. 4의 방법과 동일

하게 제작된 FRP를 50 mm의 크기로 절단하여 Fig. 3에

서 보이는 단부 위치에 강력 접착제를 사용하여 부착하

였다. 이러한 과정으로 제작된 1축 하이브리드 FRP 인

장 실험체는 Fig. 5와 같으며, 중앙부에 1축 변형률 게이

지를 설치하여 역학적 특성을 측정하고자 하였다.

하이브리드 FRP의 섬유 조합은 탄소 섬유(carbon fiber,

CF)와 유리 섬유(glass fiber, GF)를 사용하여 Table 3과

같이 10가지로 구성하였으며, 단일 섬유로만 사용된 실

험체를 포함하여 총 12가지로 제작하였다. 실험체명은

하이브리드 FRP 실험체는 HFRP로 표기하고, 탄소 섬유

나 유리 섬유로 제작된 단일 섬유 실험체는 각각 CFRP

나 GFRP로 표시하였다. HFRP 실험체의 숫자는 유리 섬

유와 탄소 섬유의 체적 비율을 표시하고 있으며, HFRP-

Fig. 4 hybrid FRP fiber specimen fabrication 

Fig. 5 Schematic diagram of hybrid FRP fiber specimen

Table 3 Hybrid combination of carbon fiber and glass fiber

Specimen

index

GF/CF

by volume

CF

(mm
2
)

GF

(mm
2
)

Epoxy

/fiber by volume

 GFRP - 0.00 9.10

1.5

 CFRP - 7.22 0.00

HFRP

 1  1.0 4.51 4.55

 2  2.0 2.71 5.46

 3  3.0 2.26 6.83

 4  4.0 1.80 7.28

 5  5.0 1.35 6.83

 6  6.1 1.35 8.19

 7  7.1 0.90 6.37

 8  8.1 0.90 7.28

 9  9.1 0.90 8.19

10 10.0 0.90 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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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실험체인 경우에는 체적비가 10 : 1(GF : CF)을 의미하

고 있다. 이렇게 제작된 12종류의 하이브리드 FRP 실험

체에 따라 인장 실험을 수행하여, 역학적 특성을 분석하

고자 하였다.

5.2 인장 실험

하이브리드 FRP 실험체의 인장 실험은 직접적인 변위

측정을 위하여 1축 변형률 게이지 및 LVDT(linear variable

differential transformer)를 사용하여 UTM(universal testing

machine)으로 Fig. 6과 같이 장비를 설치하였다. 인장강

도와 탄성계수를 측정하기 위하여 변위 제어(1 mm/min)로

하중을 재하 하였다.

6. 1축 하이브리드 FRP의 인장 거동과

에폭시의 영향

6.1 인장 실험 결과

현장에서 주로 이용되는 J형 에폭시를 사용한 1축 하

이브리드 FRP의 인장 실험을 통하여 구한 탄성계수, 인

장강도, 항복 변형률 및 파괴 변형률을 Table 4에 정리

하였다. 여기서 항복 변형률은 실험체가 파괴되기 전에

발생하는 탄성-선형 거동이 끝나는 지점의 항복점을 기

준으로 표시하였다.

한편 연성 K형 에폭시를 사용하여 제작된 1축 하이브

리드 FRP의 인장 실험 결과는 Table 5와 같으며, Table

4의 실험체와 구별하기 위하여 실험체명에 D(ductility)를

추가로 표시하였다. 또한 항복강도는 항복점이 나타나는

실험체에서만 측정하여 정리하였다.

J형이나 K형의 에폭시를 사용한 하이브리드 FRP의 전

형적인 응력-변형률 곡선은 Figs. 7, 8과 같다.

6.2 실험 결과 분석

현장에서 주로 사용되는 J형 에폭시와 연성 K형 에폭

Table 4 Tensile test result of hybrid FRP specimen by J type

epoxy

Specimen 

index

Modulus of

elasticity (MPa)

Tensile

strength (MPa)

Yield

strain

Failure

strain

 GFRP 27,800 653 - 0.0246 

 CFRP 89,500 1,022 - 0.0130 

HFRP

 1 59,800 948 - 0.0157 

 2 44,200 747 - 0.0169 

 3 42,400 718 - 0.0171 

 4 39,500 726 - 0.0180 

 5 35,400 673 - 0.0188 

 6 34,500 660 - 0.0196 

 7 31,300 579 - 0.0199 

 8 33,500 677 - 0.0206 

 9 36,000 705 0.0202 0.0241 

10 31,400 654 0.0208 0.0231 

Table 5 Tensile test result of hybrid FRP specimen by K type

epoxy

Specimen 

index

Modulus of 

elasticity

(MPa)

Yield 

strength

(MPa)

Tensile 

strength

(MPa)

Yield

strain

Failure 

strain

 GFRP-D 27,900 - 647 - 0.0225 

 CFRP-D 90,400 - 1253 - 0.0154 

HFRP

D1 58,100 - 979 - 0.0164 

D2 48,000 - 876 - 0.0176 

D3 41,300 - 814 - 0.0178 

D4 40,600 - 756 - 0.0179 

D5 38,000 - 734 - 0.0188 

D6 36,600 - 715 - 0.0199 

D7 36,200 - 708 - 0.0208 

D8 35,300 518 616 0.0153 0.0211 

D9 36,200 467 616 0.0153 0.0230 

D10 31,300 398 611 0.0148 0.0242 

Fig. 6 Tensile test setup of hybrid FRP fiber specimen

Fig. 7 Stress-strain curve of hybrid FRP specimen by J type

epox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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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를 사용하여 제작한 1축 인장 실험체의 실험 결과와

하이브리드 효과에 대한 Manders 등
2)
이 제시한 이론적

관계와의 비교가 Fig. 9에 제시되었다. 복합 재료의 합성

법칙을 이용한 인장강도는 식 (8)을 이용하여 직선 AD

로 표시할 수 있고, 탄성계수도 식 (9)에 의해서 얻을 수

있다.
7)

(8)

(9)

여기서, VCF :합성 재료의 탄소 섬유 비율(탄소 섬유의

체적/전체 섬유의 체적), VGF :합성 재료의 유리 섬유 비

율(유리 섬유의 체적/전체 섬유의 체적), ECF :탄소 섬유

의 탄성계수, EGF :유리 섬유의 탄성계수이다.

J형 에폭시를 적용한 실험체의 인장강도와 Manders 등
2)

이 제시한 이론적인 선분 ACJDJ와 비교해 보면 근접하

지 않는 양상을 보였다. Fig. 7의 응력-변형률 곡선에서

보면 실험체 9와 10의 항복은 변형률이 0.02이상에서 나

타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거동을 보면 J형 에폭시의 파

괴 변형률인 0.02와 근접한 것으로 보아 에폭시가 파괴

되어 나타나는 현상으로 판단된다. 한편 실험체 1~8에서

는 직선 ADJ로 표시되는 복합 재료의 합성 법칙과 상당

히 가까운 결과를 보여주었다. 따라서 J형의 에폭시를 사

용한 실험체로는 하이브리드 효과를 얻기가 매우 힘들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연성 K형 에폭시를 사용한 D 실험체의 인장강도

는 항복점이 나타나는 실험체(D8, D9, D10)에서 하이브

리드 효과인 선분 ACKDK에 접근하는 경향을 확인하였

고, 실험체 D1~D7에서는 복합 재료의 합성 법칙인 직선

ADK에 근접한 양상을 보였다. D8~D10 실험체에서는 항

복점이 CFRP의 파괴 변형률 0.015(Fig. 8 참고)와 거의

근접하므로 하이브리드 거동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D8~D10 실험체는 탄소 섬유의 상대적인 조

합 비율이 작으므로 파단 후에도 유리 섬유가 충분한 강

성을 확보하여 강성 저하가 나타나지 않았다. 연성이 제

한적이면서 강성이 강한 J형 에폭시를 적용한 실험체에

서는 비록 탄소 섬유가 파괴 변형률에 도달해도 에폭시

의 강성이 강해서 파단의 징후가 나타나지 않고, 따라서

하이브리드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J형과 연성 K형 에폭시를 사용하여 제작한 실험체의

탄성계수는 Fig. 10에 정리하였다. 섬유 조합별 탄성계수

는 식 (9)를 이용하여 직선 AD로 표시되는 복합 재료의

합성 법칙과 거의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

편 에폭시의 인장 실험에서 K형은 J형에 비해 Table 2에

서와 같이 탄성계수가 20%가 낮은 것으로 측정되었으나,

섬유와 함침 시킨 FRP에서는 Fig. 10에서와 같이 큰 차

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따라서 FRP의 강성은 에폭시보

다 섬유의 특성에 의해 지배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HFRP와 같은 합성 재료의 장점은 각 재료의 특성을

유리하게 이용할 때에 효과적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는 탄소 섬유의 강성과 유리 섬유의 연성을 각 장점으

로 적용하였으며, 강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Fig. 10과

같이 탄소 섬유를 많이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게 된다.

반면에 하이브리드 효과를 위해서는 Fig. 9에서와 같이

탄소 섬유가 유리 섬유에 비해서 제한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여기서 하이브리드 효과의 평가 요소는

연성 지수(ductility index)를 사용한 연성 능력 평가 방법

f fCF VCF fGF VGF×+×=

E ECF VCF EGF VGF×+×=

Fig. 8 Stress-strain curve of hybrid FRP specimen by K-type

epoxy

Fig. 9 Tensile strength of hybrid FRP specimen is drawn as

in Fig. 1 Fig. 10 Elastic modulus of hybrid FRP speci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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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일반적으로 사용되며, 파괴 변형률(∆failure)과 항복 변

형률(∆yield)의 비로 계산된다. 따라서 연성 지수(∆failure/

∆yield)는 하이브리드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에는 평

가할 수 없으므로 D10~D8 실험체에서만 Table 6에 정리

하였으며, D10 실험체가 가장 높게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유리 섬유의 조합 비율이 증가할수록 파괴 변형

률이 증가하게 되어 나타나는 결과이며, 복합 재료의 합

성 법칙
7)
과 일치하는 현상이다. 이러한 연성 지수 외에

도 최적의 섬유 조합은 응력-변형률 특성 및 강성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따라서 D9 실험체가 D10 실험체

에 비해 연성 지수는 낮게 분석되었지만 Fig. 8의 응력-

변형률 곡선의 특성 및 강성(Table 5 참고)에서 하이브

리드 FRP의 섬유 조합으로 가장 적합한 것으로 평가되

었다. 한편 D8 실험체는 응력-변형률 곡선(Fig. 8 참조)

에서의 하이브리드 거동과 연성 지수가 D10 및 D9 실

험체에 비해 낮게 분석되어 제외하였다.

7. 결 론

이 연구에서는 고강도 탄소 섬유와 E형 유리 섬유의

조합에 따른 1축 인장 실험체의 제작 방법을 제안하여

실험을 통하여 역학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1) 현장에서 주로 이용되는 J형 에폭시를 적용한 HFRP

실험체의 인장강도와 Manders 등
2)
이 제시한 이론적

인 선분 ACJDJ와 비교해 보면 근접하지 않는 양상

을 보였다. 또한 응력-변형률 곡선에서도 뚜렷한 하

이브리드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지

만, 직선 ADJ로 표시되는 복합 재료의 합성 법칙과

상당히 가까운 결과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연성이 제한적이면서 강성이 강한 J형 에폭시를 적

용한 실험체에서는 비록 탄소 섬유가 파괴 변형률

에 도달해도 에폭시의 강성이 강해서 파단의 징후

가 나타나지 않고, 따라서 하이브리드 효과가 나타

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연성 K형 에폭시를 사용한 HFRP-D 실험체에서는 항

복점이 나타나는 실험체(GF : CF = 10 : 1, 9 : 1, 8 : 1)에

서만 하이브리드 효과인 선분 ACKDK에 접근하는

경향을 확인하였고, 유리 섬유와 탄소 섬유의 비율

이 7 : 1~1 : 1에서는 직선 ADK에 근접한 양상을 보

였다. 유리 섬유와 탄소 섬유의 비율이 10 : 1~8 : 1

인 실험체에서는 항복점이 CFRP의 파괴 변형률

0.015와 거의 근접하므로 하이브리드 거동이 발생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 이 연구에서 수행한 실험 결과를 통하여 하이브리드

FRP로 가장 적합한 섬유 조합은 연성 K형 에폭시

를 사용한 유리 섬유와 탄소 섬유가 9 : 1 비율이 가

장 적합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상의 결과를 통하여 탄소 섬유와 유리 섬유의 하이

브리드 효과를 얻기 위한 최적의 조합을 알 수 있었다.

끝으로, 이 연구에서 제시한 섬유 조합에 따른 하이브리

드 효과는 철근콘크리트 보에 보강된 상태에서의 거동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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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하이브리드 효과를 얻기 위한 연구를 시도하였다. 하이브리드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탄소 섬유와 유리 섬유를 적절한

비율로 조합해야 되며, 이러한 비율로 제작된 실험체를 이용하여 하이브리드 FRP 직접 인장 실험을 수행할 수 있다. 하이

브리드 FRP 실험체는 직조된 섬유 시트를 이용하는 현장과 다르게, 섬유를 직접 조합해야 하는 이유로 작업이 쉽지 않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고강도 탄소 섬유와 E형 유리 섬유의 조합에 따른 1축 직접 인장 실험체의 제작 방법을 제안하여

실험을 통하여 하이브리드 효과를 분석하였다. 하이브리드 FRP로 가장 적합한 섬유 조합은 연성 지수, 탄성계수 및 응력-

변형률 곡선을 비교한 결과 연성 K형 에폭시를 사용한 유리 섬유 :탄소 섬유 = 9 : 1(체적비)가 가장 적합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핵심용어 :하이브리드, FRP 시트, 탄소 섬유, 유리 섬유, 에폭시

Table 6 Ductility index of hybrid FRP specimen

Specimen index D10 D9 D8

Ductility index 1.63 1.51 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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