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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variety of retrofit material such as CFRP, GFRP, and PolyUrea have been developed for strengthening RC

structures and infrastructures. From previously reported research results, the capacity of strengthened concrete structures was dic-

tated by the behavior of the interface between retrofit material and concrete. In this study, bond-shear test was carried out to esti-

mate the bond behavior between retrofit material and concrete using a newly developed test grip. The test results of load and

slip relation and energy absorption capacity of each retrofit material were obtained. These test results will provide basic infor-

mation for retrofit material selection to achieve target retrofit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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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은 사용된 재료의 재료적 특성과

가해지는 하중, 진동 등의 구조적 요인 또는 주변환경에

의하여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내구성 및 사용성의 저하

를 입게 된다. 이러한 성능저하로부터 철근콘크리트 구조

물의 소요 내구연한 동안의 성능과 사용성을 보장하기 위

하여 다양한 구조물 보수·보강공법이 적용되고 있다. 현

재 주로 사용되고 있는 방법은 강판이나 탄소섬유, 유리

섬유 등의 복합재료시트를 에폭시로 구조물 외부에 부착

하여 성능을 증진시키는 방법이다. 그러나 강판의 경우는

무게와 부식성 등의 문제가 있어서 최근에는 이러한 강

판의 단점을 보완한 새로운 보강재료들이 소개되고 있다.
1-4)

이러한 보강재료들 중에서 FRP는 지난 20년간 다양한

구조물에 매우 널리 사용되어온 복합재의 하나로서, FRP

표면부착공법은 시공이 간편하고 추가 구조부재를 동반

하지 않아 경제성에서 유리한 공법으로 유리섬유복합재

(GFRP), 탄소섬유복합재(CFRP), 아라미드섬유복합재(AFRP)

등의 형태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특히 RC 구조물의 강

성 증가에 효율적으로 사용되어 왔고, 수많은 연구 결과

들이 그 보강효과를 뒷받침하고 있다.
5-9)

그러나, 이와 같은 FRP는 에폭시 등의 접착제를 사용

하여 콘크리트와 부착함으로 콘크리트 표면과 에폭시 사

이의 계면을 형성하게 되고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계면

에서 열화, 탈락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보수보강 성능을

저하시키게 된다.
10)

 그에 따라, 최근 뛰어난 계면접착성

과 2차적인 계면을 생성시키지 않으면서, 재료의 연성적

특성으로 높은 에너지 흡수율을 가지는 우레탄 계열의

폴리우레아(PolyUrea)가 콘크리트 구조물 보수보강 재료

로 각광받고 있다.
1,2,10,11)

특히, 폴리우레아가 가지고 있는 내강도성과 우수한 연

성 및 부착성능으로 인해 최근에는 폭발이나 충격에 대

한 보강재료로 사용가능한지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

행중이다. 폭발이나 충격하중과 같이 짧은 시간에 큰 하

중이 가해지는 경우, 보강된 구조물은 단순한 강성 증가

만으로는 소요 저항성능을 확보할 수 없으며, 설계 하중

에 저항할 수 있는 강성과 에너지를 충분히 흡수할 수

있는 연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는 보강재료를 통해 충분

한 보강효과가 필요하다.
1,2)

한편, 다수의 연구로부터 표면부착공법으로 보강된 콘

크리트 구조물의 보강효과는 보강재료 뿐만 아니라, 보

강재료와 콘크리트구조물 사이의 부착력에 따라 보강성

능의 효율성이 좌우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3,5-7)

그러므로 이 연구에서는 기존에는 수행되지 않은 폴리

우레아를 비롯한 보강재료의 부착전단 거동을 부착전단

실험을 통해 구조물의 보강성능을 평가하고자 한다.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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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재료의 종류와 보강순서에 따른 보강성능을 평가하기

위하여 콘크리트 시편에 탄소섬유(CFRP), 폴리우레아

(PolyUrea), 탄소섬유와 폴리우레아를 결합한 복합재 등

의 보강재료를 부착한 후 부착전단 실험을 수행하였으며,

수행된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부착전단 에너지 흡

수 성능을 평가하였다.

2. 연구 동향

최근, FRP 등과 같은 외부 보강재료의 개발과 더불어,

편리한 시공성과 뛰어난 재료적 특성으로 인한 구조물의

보수보강 성능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특

히 이와 같은 외부보강공법은 보강재와 콘크리트 사이의

부착면의 거동이 보강된 구조의 전체 거동에 지배적인

역할을 한다는 연구 결과들이 나오면서 이러한 부착면

거동에 관한 연구가 많이 수행되었다.

Kahumassa et al.
12)
은 이면전단형 부착실험을 통해 FRP

와 콘크리트 사이의 부착응력과 슬립의 관계식을 실험적

으로 도출하였으며, Holzenkampfer
13)
는 부착 경계면의 거

동을 경계면에서 발생하는 전단응력과 슬립의 관계로 나

타낸 부착-슬립 모델과 비선형 파괴역학개념을 도입하여

부착면의 극한하중을 유도하였다. 더불어, Chen and

Teng
7)
은 기존의 부착-슬립 모델을 고찰한 후, FRP 보강

콘크리트 구조에서 유효부착길이와 최대전단력을 고려한

새로운 식을 제안하였다. 윤혜선 등
14)
은 탄소섬유와 유

리섬유를 조합하여 만든 하이브리드 시트를 가지고 부착

전단실험을 하여 콘크리트와 하이브리드 시트 계면에서

의 부착특성을 고찰하였으며, 양동석 등
15)
은 콘크리트의

강도와 FRP 부착길이를 변수로한 부착전단실험을 수행

하여 부착-슬립 모델을 산정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기존 FRP에 대한 부착면 거동에 대한 연구는 국내외

적으로 많이 수행되어 있으나, 오상근 등
16)
에 의하면 폴

리우레아는 건설분야에서는 대부분 콘크리트 구조물의

방수코팅재로 제한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그로 인해,

구조물과 관련된 폴리우레아의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그러나 최근 보수보강분야에서의 폴리우레아에 대한

관심으로 인해 김성배 등
10)
은 RC 보와 슬래브 구조물에

폴리우레아를 보강하여 휨 성능 실험을 수행하였으며, 하

주형 등
1)
은 보강재료 종류에 따른 폭발저항성능을 평가

하기 위하여 탄소섬유, 폴리우레아, 바잘트섬유 및 탄소

섬유와 폴리우레아 복합체 등의 보강재료를 부착한 후

폭파 실험을 수행하여 폭발저항 성능을 평가하였다. 또

한 Davidson et al.
17)
은 FRP와 폴리우레아 등으로 보강된

콘크리트 조적식 벽체의 방호 성능을 해석과 실험을 통

해 평가하였다.

이상의 문헌조사를 통하여 분석한 결과, FRP와 관련

된 기존연구는 많이 수행되어 왔으나, 폴리우레아 및 폴

리우레아와 FRP를 복합한 보강재료에 대한 콘크리트 구

조물과 폴리우레아의 부착성능 검토에 대한 연구는 실질

적으로 미비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이 연구에서는 국내

외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탄소섬유와 더불어, 폴리

우레아, 폴리우레아 보강 후 탄소섬유가 보강된 경우, 탄

소섬유 보강 후 폴리우레아가 보강된 경우에 대하여 콘

크리트의 부착면 거동을 통해, 보강성능이 뛰어난 보강

재료 및 보강방법을 도출하고, 보강재료의 에너지 흡수

성능을 파악하고자 한다.

3. 부착전단 실험의 구성 및 방법

3.1 부착전단 실험 개요

현재 FRP와 콘크리트 부착면의 부착전단 거동을 보기

위한 여러 가지 실험방법이 제시되어 있다. 이 연구에서

는 그 중 실험체 제작이 간단하며 FRP와 콘크리트 사이

의 계면 거동을 안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Fig. 1과 같

은 일면 전단형 실험방법으로 부착실험을 수행하였다. 이

때, 이 실험에서 수행하고자 하는 보강재료를 폭 30 mm

로 시편의 상부에 부착하였으며, 콘크리트 시편을 고정

해주기 위하여 CFRP를 시편의 하단에 부착하였다.

또한, 이 연구에서 수행하고자 하는 전단-부착거동 실

험의 정확성을 높이고 별도의 LVDT 설치없이 간편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Fig. 2와 같이 부착전단 실험 시편 고

정장치를 개발하였다.

기존의 부착전단실험을 위한 고정장치는 측정하려는

보강재료를 잡아주는 그립과 콘크리트 시편 사이에 발생

Fig. 2 Developed test grip

Fig. 1 Set-up for bond-shear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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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간격으로 인해, 하중이 보강재료의 일직선상으로 가

해지지 않는다. 그로 인해, 보강재료과 콘크리트 표면 사

이에 전단력 이외에 모멘트와 같은 추가적인 하중이 발

생되어 정확한 부착전단실험을 수행하기에는 어려움을

지니고 있었다. 그러므로, 이 연구에서 개발된 부착전단

시편 고정장치를 Fig.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0 kN

UTM에 장착하여 실험을 수행하였다. 콘크리트 시편 하

단에 부착된 시편 고정용 CFRP를 아래쪽 고정장치에 완

전히 고정한 후에, 측정하고자 하는 보강재료를 고정하

도록 한다. 이때 부착된 상하부의 보강재료가 일직선상

에 있도록, 고정장치의 그립부분을 좌우로 이동조절 가

능하도록 하여, 보강재료와 콘크리트 표면 사이에 전단

력 이외의 하중이 발생되지 않도록 고정장치를 고안하였다.

또한, 기존 고정장치의 경우에는, 고정장치의 그립에

의해 고정되어있는 보강재료와 콘크리트 시편 사이에 일

정한 간격이 발생하게 된다. 인장하중이 가해졌을 경우,

발생한 간격 사이에 놓이게 되는 보강재료의 신장변위에

의해 UTM 자체 변위게이지 이외의 추가적인 LVDT를

설치하여야만 정확한 부착전단력에 의한 변위를 측정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 개발된 고정장치는 보

강재료를 잡아주는 그립부분이 시편과 거의 붙을 수 있

도록 설계하여 추가적인 LVDT 없이도 정확한 변위의 측

정이 가능하도록 고정장치를 개발하였다.

이 연구에서 사용된 보강재료의 시편종류는 Table 1과

같다. 보강재료를 다양하게 하기 위하여 탄소섬유(CFRP)

와 폴리우레아(PolyUrea, PU), 탄소섬유와 폴리우레아를

함께 적층한 다중혼합 보강재료를 사용하였으며, 보강재

료의 보강방법의 차이를 검토하기 위하여 다중혼합 복합

재료는 크게 2가지의 경우로 나눠 검토하였다. 탄소섬유

위에 폴리우레아를 시공한 경우(CPU)와 콘크리트 시편

에 폴리우레아를 먼저 시공한 후 탄소섬유를 에폭시로

접착시킨 경우(PUC)에 대하여 부착전단 실험을 수행하였다.

이들의 두께는 Fig. 3에서 보는 것과 같이 모두 3 mm

로 일정하게 유지하였다. CFRP 시편은 단방향의 섬유시

트를 2겹으로 보강하여 직교 이방성의 특성을 지니도록

하였으며, CPU와 PUC의 다중혼합 보강재료 시편의 경

우 CFRP 1겹과 폴리우레아를 시공하여 두께 3 mm를 유

지하도록 하였다. 이때, Fig. 3(b)에서 보는 것과 같이 PU

시편의 경우에는 폴리우레아의 재료적 특성상 고정장치

의 그립부분에서 늘어날 수 있으므로, 폴리우레아의 늘

어남에 의한 파괴를 방지하기 위하여 추가적으로 100

mm의 CFRP를 일정 단부부분까지 부착하였다.

3.2 시편 제작

선정된 보강재료의 부착전단 실험을 위하여, 100 mm ×

100 mm × 400 mm의 콘크리트 시편을 제작하였으며, 인

장하중에 의한 콘크리트의 파괴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강

재료 부착면 표면방향으로 2-D16 철근을 보강하여 제작

하였다. 사용된 D16 철근은 항복강도 400 MPa, 극한강

도 600 MPa의 이형철근을 사용하였으며, 콘크리트는 일

반 구조물에 사용되는 강도인 35 MPa로 배합하였으며,

28일 압축강도는 평균 37.6 MPa이었고, 시험시의 압축강

도는 평균 39.2 MPa이었다. 콘크리트 배합표와 보강재료

물성의 특성은 각각 Tables 2, 3과 같으며, 실험에 사용

된 에폭시와 CFRP는 국내 C사에서 제공되는 외국 F사

의 Tyfo S-epoxy와 Tyfo SCH-41S를 사용하였으며 사용

된 폴리우레아는 일반 토목구조물의 방수코팅에 사용되

는 국내 A사의 PT-200제품을 사용하였다.

콘크리트 시편은 28일간 표준양생을 실시하였으며, 표

면처리한 뒤 함침된 CFRP를 에폭시로 부착하거나, 폴리

우레아를 스프레이 타설하였다. 콘크리트 시편 제작방법

과 실험 종류 중 PU 시편제작방법은 Fig. 4와 같다.

한편 부착전단 실험의 경우 사용되는 에폭시의 양에

따라서도 실험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정확하게

에폭시를 저울로 계량한 후에 시편제작용 아크릴 틀에

Table 1 Test specimens

Test specimen Cases Retrofit method

Bond-shear

test

CFRP 3 cases 2ply-orthogonal CFRP

PU 3 cases Sprayed PolyUrea

CPU 3 cases 1ply +sprayed PolyUrea

PUC 3 cases Sprayed PolyUrea +1ply

Note) CFRP : bonded with CFRP (carbon sheet), PU : bonded

with PolyUrea, CPU : bonded with CFRP + PolyUrea, PUC :

bonded with PolyUrea + CFRP

Fig. 3 Detail of each specimens

Table 2 Mixed proportion of concrete specimen

Gmax

(mm)

Slump

(mm)

W/C

(%)

S/a

(%)

Unit weight (kg/m
3
) AE

(%)W C S G

25 100 47.4 47.9 173 365 849 923 0.45

Table 3 Material properties of materials

Property Carbon fiber Epoxy PolyUrea

Tensile strength (MPa) 3,790 72.4 20

Tensile modulus (GPa) 230 3.18 0.17

Elongation (%) 1.7 5.0 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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넣어서 접착을 시켰다. 또한 Fig. 4(d)에서 보는 것과 같

이 콘크리트 시편에 폴리우레아를 시공할 시에는 정확한

크기로 콘크리트 시편위에 시공될 수 있도록 미리 제작

한 아크릴 틀을 콘크리트 시편 위 표면에 정확히 거치

한 후에 폴리우레아를 스프레이하여 실험 조건을 일정하

게 유지하였다.

여기서, CFRP의 경우는 충분한 경화가 이루어지도록

에폭시에 3일간 함침시킨 후 콘크리트 시편에 부착하였으

며, 부착 후 7일 경과된 뒤에 부착전단 실험을 실시하였다.

3.3 계측 개요

하중에 따른 각 보강재료의 변형률을 측정하기 위하여

Fig. 5와 같이 길이 5 mm의 전기저항식 변형률 게이지

를 단부로부터 10 mm, 30 mm, 50 mm, 70 mm, 90 mm,

110 mm, 130 mm 위치에 부착하여, 각 보강재료의 하중

에 따른 변형률 분포를 측정하였다.

하중-변위관계 측정을 위하여 각 시편별로 2개씩 변위

제어로 1 mm/min의 속도로 부착의 파괴가 발생될 때까

지 수행하였으며, 각 보강재료의 변형률 측정시에는 1개

의 시편을 이용하여 별도로 실험을 수행하였다. 하중과

변위는 UTM 자체의 게이지로 측정하였고, 그립에서의

슬립 발생여부를 파악하기위하여 각 시편의 실험 후 버

니어켈리퍼스로 확인하였으며, 보강재료에 부착된 변형

률은 TDS-601 장비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4. 부착전단 실험 결과

4.1 하중에 따른 변위 분포

이 연구에서 개발된 실험 고정장치를 이용하여 보강재

료 및 보강방법에 따른 부착전단 실험 결과는 Table 4와

같으며, Fig. 6은 각 시험시편의 부착탈락 양상을 나타내

었다. CFRP 시편은 콘크리트와 에폭시 접착체 사이의

계면에서 부착탈락현상이 발생되었으며, PU 시편의 경

우에는 부착된 폴리우레아의 그립부분에 강성 증진을 위

해 부착한 CFRP의 부분까지 부착에 저항하다가 CFRP

앞부분에서 탈락되었다. 그립 부분의 CFRP가 탈락된 이

후에는 Fig. 6과 같이 폴리우레아가 늘어남에 따라, 하중

의 증가 없이, 변위만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변위 2 mm

를 초과함과 동시에 실험을 중단하였다.

Fig. 6(c)와 같은 CPU 시편의 경우는 CFRP 시편과 마

찬가지로 콘크리트와 에폭시 접착 계면 사이에서 탈락이

발생되었으나, 전체적으로 에폭시 접착제와 함께 떨어져

나오는 콘크리트 입자의 양이 CFRP 시편에 비해서 많

은 편이었다. Fig. 6(d)의 PUC 시편은 폴리우레아와 접

촉하고 있는 콘크리트 표면이 탈락하는 형태의 부착파괴

가 발생되었다. 이를 통하여 폴리우레아에 의한 부착전

단력이 CFRP에 비하여 비교적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연구에서 실험된 보강재료 및 방법에 따른 부착전

단실험에 의한 하중-변위곡선은 Fig. 7과 같다. Fig. 7(a)

의 CFRP 시편은 하중이 CFRP 하중 작용점 반대부분으

로 전달되면서 하중의 큰 증가 없이 콘크리트와 에폭시

Fig. 4 Procedure of PU specimen manufacture

Fig. 5 Strain gage location (unit: mm)

Table 4 Summary of maximum load-displacement

Specimen
Max. load

(Pmax, kN)

Max. displace-

ment (δmax, mm)
Failure mode

CFRP 1 7.42 1.48
Bond layer

debonding
CFRP 2 7.28 1.32

CFRPAve 7.35 1.4

PU 1 6.84 2.00 Bond layer

end partial

debonding

PU 2 6.79 2.12

PUAve 6.82 2.06

CPU 1 9.65 1.52
Bond layer

debonding
CPU 2 9.50 1.48

CPUAve 9.58 1.5

PUC 1 9.78 2.00
Concrete

spalling
PUC 2 9.52 1.92

PUCAve 9.65 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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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 계면에서 급격한 부착파괴가 발생되어 콘크리트 접

착면이 탈락되었다. CFRP시편의 경우에는 다른 시편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인장강도에서 부착파괴가 발생하였다.

Fig. 7(b)에서 보는 것과 같이 PU 시편의 경우, 초기하

중이 가해지면서 PU 시편의 그립부분에 보강된 CFRP가

존재하는 부분까지 부착에 저항하다가 대략 6 kN에서 탈

락되었으며, 그립부분이 탈락된 이후에 폴리우레아의 높

은 부착전단력과 신율에 의해 지속적으로 늘어나기만 하

여 강제로 실험을 종료하였다.

Fig. 7(c)과 같이 CPU 시편의 최대 변위는 CFRP와 거

의 유사하나, 최대 하중은 대략 30% 정도 높다. 즉, CFRP

와 폴리우레아를 함께 시공할 경우 CFRP만으로 부착한

경우에 비해 높은 부착전단력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Fig. 7(d)의 PUC 시편의 경우, CPU 시편과 최

대 하중은 비슷하지만 최종 변위는 약 32% 높은 값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높은 신장률을 가지는 폴리우레아

의 재료적 특성으로 인해 콘크리트와의 접촉면에서 상대

적으로 높은 변형을 나타낸 것으로 판단된다.

4.2 하중에 따른 변형률 분포

이 연구에서 사용되는 보강재료의 부착최대하중에 대

한 각 하중단계의 비(P/P
u
)에 따른 변형률 분포는 Fig. 8

과 같다. Fig. 8(a)의 CFRP 시편은 다른 보강재료에 비

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변형률에서 탈락이 일어났으며, 하

중이 부착단부에서 100 mm 정도까지만 전달된 것을 확

인할 수 있었다.

Fig. 8(b)와 같은 PU 시편은 폴리우레아 위에 부착한

CFRP 부분에서 먼저 콘크리트 표면에서 탈락되었다.

CFRP가 탈락된 이후 폴리우레아만이 저항하다가 50 mm

부근에서 변형률이 50,000 µε 이상으로 변형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때의 변형률 게이지는 계측변

위를 넘어섰으며, 하중작용점 반대부분으로의 하중 전달Fig. 6 Debonding of retrofitted specimen

Fig. 7 Load-displacement cur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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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거의 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시험방법을 통해 폴리

우레아와 같이 신율이 큰 재료와 콘크리트 시편의 정확

한 부착전단 거동을 검토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Fig. 8(c)에서 보는 것과 같이 CPU 시편의 전반적인 부

착거동 양상은 CFRP 시편과 유사한 것으로 보이나, 변

형률의 절대값이 약 41% 정도 크고, 하중의 전달에 있

어서는 부착단부에서 130 mm까지 전달되었다. 이는 CPU

시편의 경우, 폴리우레아의 연성과 높은 접착력으로 인

해 CPU 시편의 CFRP에 강성증진 효과와 높은 부착성

능을 발현시켜주어 CFRP 시편에 비하여 부착길이가 길

어져 높은 부착전단하중에 저항하며, 하중전달도 유리한

것으로 판단된다.

Fig. 8(d)의 PUC 시편은 초기 하중단계에서는 하중 작

용 단부로부터 10 mm 떨어진 곳에 위치한 변형률 게이

지 값이 (−)를 나타내는데, 이는 폴리우레아와 CFRP의

늘어나는 재료적 특성 차이로 인해 폴리우레아의 상단에

부착된 CFRP에는 재료연신율 차이에 의한 구속압이 작

용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이와 같은 현상은 하중 작

용 단부로부터 30 mm 정도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PUC 시편의 경우는 하중이 부착단부에서 130

mm 이상까지 전달되는 것을 통해, CFRP의 강성과 폴리

우레아의 연성으로 인해 다른 보강재료에 비해 높은 부

착전단하중에 저항하며, 하중 전달도 유리한 것으로 판

단된다.

각 보강재료 시편의 최대 하중단계(P/P
u
=1)에서 부착단

부로부터 70 mm 이전에 위치한 변형률 게이지의 변형률

값의 합에 대하여 70 mm를 포함한 그 이후에 위치한 변

형률 게이지의 변형률 값의 합에 대한 비율을 살펴보면,

CFRP 시편은 0.10, CPU 시편은 0.22, PUC 시편은 0.62

로서 PUC 시편의 경우 하중 작용 단부로부터 70 mm 이

후 부분의 하중부담률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연성은

높으나 강성이 낮은 PU의 재료특성으로 인해 낮은 하중

전달 특성을 CFRP와 함께 시공함으로써 보완할 수 있

음을 알 수 있다.

4.3 에너지 흡수 평가

각 보강재료로 보강된 시편 중 부착하중이 큰 시편의

하중-변위 곡선을 비교하면 Fig. 9와 같이 나타낼 수 있

다. CFRP와 CPU 시편의 경우에는 변위 1.5 mm에 도달

하였을 때에 보강재료의 부착탈락이 발생하였으며, PU

와 PUC시편의 경우에는 폴리우레아의 연성적인 특성으

로 인해 2.0 mm까지 측정하였다.

Fig. 9의 하중-변위 곡선을 바탕으로 하여 변위에 따른

Fig. 8 Strain distribution on the retrofit mate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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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수된 부착전단에너지를 계산하면 Fig. 10과 같이 나타

낼 수 있다. Fig. 10의 PU와 PUC 시편은 발생된 변위에

대하여 하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에너지 흡수

력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폴리우레아가 콘크리

트 면에 부착된 시편의 경우, 폴리우레아의 높은 부착능

력으로 인해 에너지 흡수력이 뛰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러나, 보강재료와 보강방법에 따른 에너지 흡수력을 평

가하기 위해서는 일정 변위에 대한 비교가 이뤄져야 하

므로 변위 1.5 mm에서의 에너지 흡수력은 Table 5와 같

이 나타낼 수 있다.

변위 1.5 mm까지의 부착전단에너지 흡수율은 PU 시편

의 경우, CFRP 시편에 비하여 1.2배이며, PUC 시편은

1.3배, CPU 시편이 1115.4 J로 CFRP 시편에 비하여 1.5

배의 부착전단에너지 흡수력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CFRP 보강재료에 비하여 폴리우레아 보강재료의 경우,

연성으로 인한 에너지 흡수량이 뛰어나며 탄소섬유와 폴

리우레아가 함께 조합된 다중혼합 보강재료의 경우인

CPU 시편과 PUC 시편의 경우에 높은 에너지 흡수력을

지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높은 에너지 흡수력

을 지닌 보강재료는 큰 충격 또는 폭발하중, 지진 등과

같은 동적하중이 주가되는 구조물에 보강한다면 더욱 효

율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연구에서는 보강재료와 콘크리트 사이의 부착전단

거동을 구명하고, 보강재료의 종류와 보강순서에 따른 보

강성능을 평가하기 위하여 이 연구에서 개발한 부착전단

실험 시편 고정장치를 이용하여 콘크리트에 다중 복합체

등의 보강재료를 부착한 후 부착전단실험을 수행하였으

며, 이 연구로부터 얻어진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부착시험에서 CFRP 시편의 경우는 큰 하중의 증가

없이 콘크리트 계면과 에폭시 접착제 사이에서 급

격한 부착파괴가 발생되어 다른 시편에 비해 상대

적으로 낮은 부착전단하중을 나타내었다. PU 시편

은 6 kN 부근에서 지그부분에 보강한 곳에서 탈락

이 발생되었으며, 탈락된 단부에서 폴리우레아가 지

속적으로 늘어나기만 하여 강제로 실험을 종료하였

다. CPU 시편은 최대변위는 CFRP와 거의 유사하

나, 최대하중은 30% 정도 높은 값을 나타내어서,

CFRP와 폴리우레아를 함께 시공할 경우 CFRP 단

독으로 사용한 경우에 비해 높은 부착전단력을 기

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PUC 시편의 경우

CPU 시편과 최대하중은 비슷하지만 최종 변위는 약

32% 높은 값을 나타내었다.

2) 보강재료 표면에 부착한 변형률 게이지로부터 측정

한 부착 전단하중 작용에 따른 보강재료의 변형률

분포를 보면 CFRP 시편의 경우 최대하중에서도 하

중이 부착단부에서 100 mm까지만 전달되었으며, PU

시편의 경우에는 변형률 게이지는 계측 범위를 넘

어섰으며, 하중작용점 반대부분으로 하중 전달이 거

의 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CPU 시편

의 전반적인 부착거동은 CFRP 시편과 유사하나, 변

형률이 약 41% 정도 크게 발생하였으며, 하중의 전

달에 있어서는 부착단부에서 130 mm까지 전달되었

다. 이는 폴리우레아에 의해 CPU 시편의 CFRP에

강성증진 효과 및 높은 부착성능이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PUC 시편은 하중이 부착단부에서 130 mm

이상으로 전달되었으며, 다른 시편에 비해 높은 부

착강도와 큰 변위를 나타내었다.

3) 각 보강재료 시편의 하중-변위 곡선을 통하여 부착

전단에너지 흡수율을 평가하였으며, 이때는 변위

Fig. 9 Comparison of load-displacement relation

Table 5 Energy absorption capacity

Specimen CFRP PU CPU PUC

Energy

(J, Nm)
742.52 905.60 1,115.36 983.12

E/ECFRP 1 1.22 1.50 1.32

Fig. 10 Comparison of energy absorption capa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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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mm에 도달하는 경우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CFRP 시편에 비하여 부착전단에너지 흡수율이 PU

시편의 경우에는 1.2배이며, PUC 시편은 1.3배,

CPU 시편은 1.5배이다. CFRP에 비하여 폴리우레아

보강재료가 연성으로 인한 에너지 흡수율이 뛰어나

며, 탄소섬유과 폴리우레아의 복합 보강재료가 보

다 효율적으로 에너지를 흡수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이 연구의 보강재료에 따른 부착전단 실험을 통하여,

구조물 보강시에 탄소섬유 또는 폴리우레아만을 단

독으로 사용하는 것에 비해, 탄소섬유와 폴리우레

아를 함께 시공함으로써 탄소섬유의 강성과 폴리우

레아의 연성의 조합시키는 것이 구조물의 성능을

보다 효과적으로 증진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

다. 또한 보강재료의 시공순서에 따라 시공 후 발

현되는 성능이 상이할 수 있으며, 이는 보강 대상

구조물의 요구 성능 및 목적에 따라 적절한 보강공

법을 선택하여 효율적인 보강효과를 발현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더불어, 향후 보강재료의 정

밀한 거동분석을 위하여 폴리우레아를 비롯한 복합

재료의 부착모델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연구되

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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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에 콘크리트 구조물의 보강에 섬유복합재(FRP), 폴리우레아(PolyUrea), 그리고 이들을 함께 적층하여 사용

하는 다중혼합 보강재료를 사용한 외부 보강공법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와 같은 외부부착에 의한 보강

공법들은 콘크리트와 보강재료 사이의 경계면 거동이 전체 보강된 구조물의 성능을 좌우하게 된다. 그러므로, 이 연구에

서는 보강재료의 종류와 보강순서에 따른 콘크리트와 보강재료 사이의 부착전단 거동을 실험적으로 평가하였다. 부착전

단 실험을 위하여 콘크리트 부재에 탄소섬유복합재(CFRP), 폴리우레아(PolyUrea, PU), 탄소섬유복합재 보강 후 폴리우레

아(CPU), 폴리우레아 보강 후 탄소섬유복합재(PUC)의 보강재료로 부착하였으며, 콘크리트와 보강재료의 부착전단력 이외

발생할 수 있는 하중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부착전단 시편고정장치를 개발하여 실험을 수행하였다. 이 실험 결과를

통해 탄소섬유복합재와 폴리우레아를 혼합한 복합재료가 높은 부착전단강도와 에너지 흡수성능이 뛰어남을 검증하였다.

핵심용어 : CFRP, 폴리우레아, 보강방법, 부착전단, 에너지 흡수성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