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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사코팅 FRP와 콘크리트 부착특성에 동결융해가 미치는 영향

Effect of Freezing and Thawing on Adhesion of Cement Concrete with Coarse-sand Coated F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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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s fiber reinforced polymer (FRP) material is appled for a curved structure such as tunnel, FRP material must has a curved 
shape. Until now, the curved FRP material has been producted by hand-lay-up or filament winding work. It is impossible for mass
production of the curved FRP material by these methods. Also, the quality of product by these methods is lower than that by 
pultrusion method. New pultrusion method and equipment had been developed for production of FRP material with steady 
curvature.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evaluate the effect of freezing and thawing on adhesion of cement concrete with 
coarse-sand coated FRP in repair and reinforcement of cement-concrete structure using curved FRP mater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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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항공우주분야의 첨단소재로 개발된 섬유강화 복합재료 (Fiber 
Reinforced Polymer; 이하 FRP)는 고분자 수지를 기지 (matrix)
로 사용하고, 이것에 유리섬유 (Glass fiber) 등을 섬유형태로 

보강하여 제작된 복합재료로서, 부식에 대한 뛰어난 저항력

과 자중 대비 높은 강도 등과 같은 장점으로 강재를 대체할 

재료로 최근 각광받고 있다 (L. C. Hollaway, 2010). 
FRP는 1980년대 이후 건설분야의 보수/보강 분야를 중심

으로 도입되기 시작했으며, 최근에는 철근 및 긴장재의 대체 

재료나 교량 바닥판 구조부재로 사용하는 등 신설 구조물에

서의 활용도가 증가하고 있다.
수로터널, 취수탑 등과 같은 원형 구조물의 보수/보강 및 

FRP를 구조부재로 활용한 신설 구조물 시공을 위해서는 일

정한 곡률반경을 갖는 곡면 FRP 부재가 요구된다. 그러나 

현재까지 FRP 곡면부재는 수작업 (hand-lay-up) 또는 필라

멘트 와인딩 (filament winding) 작업에 의해서만 생산이 가

능하였으며, 이러한 생산방법은 대량⋅연속생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일반적으로 인발성형법 (pultrusion method)으로 

생산된 FRP 부재가 상대적으로 물리적 특성이 우수한 것으

로 알려져 있다. 

1.1 기존 연구동향

기상청 자료에 따르면 서울지역의 경우 일 최저기온이 

0℃ 이하인 일수가 2011년에 112일로 나타나는 등 우리나

라의 기후 특성상 FRP로 보강된 구조물은 반복적인 동결융

해 조건에 노출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반복되는 동결융해 작용은 FRP와 콘크리트의 부착면의 열

팽창에 의해 생기는 온도응력으로 부착손상을 유발하는 주

요 원인이 되고 있으며 FRP 재료, 접착물, 콘크리트의 접착

면 등에 손상을 일으키게 된다 (Luke A. et al, 2002).
Karbhari (1996) 등은 FRP 플레이트로 보강된 모형 보의 

휨 거동에 대한 동결융해 30회 반복 시험을 통하여 다양한 

환경적 노출 조건에 대한 영향을 연구하고, 파괴하중과 처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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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repair of columns with FRP laminates (b) repair of wall with FRP sheet

(c) repair of intake tower with curved FRP members (d) Curved FRP member with coarse-sand coating

Fig. 1 Structure repair by FRP

의 감소를 찾아내었다. 또한 Del Mar Lopez (1999) 등은 

300회 동결융해 반복으로 FRP 플레이트로 보강된 보의 거

동 연구를 통하여 동결융해반복 횟수 증가시 보의 모멘트 저

항력과 극한 처짐이 두드러지게 감소한다고 제안하였다.
최현규 등은 (2011) FRP-콘크리트 부착재료인 에폭시의 

종류 변화 및 동결융해에 따른 FRP-콘크리트구조물 경계면

의 거동을 조사 분석하였다.
이상의 연구결과는 Fig. 1(a)~(b)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FRP 쉬트 등을 기존 구조물에 수지접합을 통한 보수/보강한 

조건에 대한 동결융해 영향평가를 수행한 결과이다. 
Fig. 1(c)~(d)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노후된 원형단면의 기

존구조물 내부를 곡면 FRP 부재와 현장타설 콘크리트를 이

용한 보수/보강시, FRP와 콘크리트 두 부재간의 전단 및 부

착특성의 영향이 구조물의 역학적 거동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Lee et al., 2012).
따라서 곡면 FRP 부재와 현장타설 콘크리트를 이용한 보수

/보강시 동결융해 영향에 의한 부착력 저하는 구조물의 보수/

보강 효과를 기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구조적 안정성을 저

해할 수 있으므로, 현장타설 콘크리트와 규사코팅된 FRP 부

재의 접합 조건에 대한 동결융해 영향 평가가 요구된다.

1.2 연구목적 및 방법

철근과 콘크리트는 상호간 부착력이 우수하고, 열팽창율이 

비슷하기 때문에 상호 재료의 일체화가 용이하고 철근콘크

리트 구조물이 성립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FRP와 콘크리트 

사이의 부착력은 철근과 콘크리트의 부착력보다 떨어지기 때

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규사코팅 (coarse-sand coating), 
스터드 부착 방식 등의 이질 재료간의 일체화 방안이 고려되

며 이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수행되어 왔다 (Kim et al., 2010).
구조물 보수/보강을 위한 곡면 FRP 부재는 Fig. 2~3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FRP 부재의 생산성 및 FRP 부재 자체의 

휨강성 증대를 통한 운반, 시공성, 역학적 성능향상은 물론 

스터드 부착 방식을 통한 콘크리트와의 일체화 효과를 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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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Cross section of curved FRP member

Fig. 3 Curved FRP member

(a) water leakage in structure (b) water leakage in intake gate

Fig. 4 Water leakage

(a) intake tower (b) repair plan

Fig. 5 Structure repair plan by curved FRP members

여 T형 단면으로 보강된 형상으로 제작하였다. 
FRP 부재 표면에는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박리재가 도포

되어 있으며, 이러한 박리재는 FRP와 콘크리트의 부착성능

을 크게 저하시킨다. 따라서 콘크리트의 일체화 효과 향상을 

위하여 sand blasting을 통한 FRP 표면의 박리재 제거 후, 
수지를 이용하여 규사를 접착시키는 규사코팅 방식을 통하

여 콘크리트와 FRP부재의 일체화 효과를 개선하였다.
곡면 FRP 부재를 이용한 보수/보강 대상 구조물인 ○○

저수지 취수탑은 장기 공용에 따른 구조물 노후화로 인하여 

Fig. 4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취수구 개폐기능 손상 및 구조

물에 누수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Fig. 5(b)와 

같이 곡면 FRP 부재를 이용한 보수/보강계획을 수립하였으

나, 취수탑 구조물의 특성상 지속적으로 물과 접촉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적 특성상 동결융해의 영향이 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곡면 FRP 부재를 이용한 구조물 보

수/보강시 규사코팅된 FRP와 콘크리트 계면의 동결융해 영

향에 따른 구조적 안정성 검토를 위하여, KS F 2456 (급속 



120 한국구조물진단유지관리공학회 논문집 제17권 제2호(2013. 3)

Fig. 6 FRP specimen with coarse-sand coating

동결 융해에 대한 콘크리트의 저항 시험방법)에 의거 규사코

팅을 통한 FRP-콘크리트 부착면에 동결융해가 미치는 영향

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2. 동결융해 실험

2.1 FRP-콘크리트 동결융해 실험계획 및 실험체 제작

FRP와 콘크리트 일체화를 위한 규사코팅은 사용되는 규사

의 입경 및 FPR 표면에 포설되는 규사의 밀도 등에 큰 영향

을 받으며, 이규필 (2011) 등은 규사의 입경 및 밀도를 매개변

수로 하는 실험적 연구에서 규사의 밀도 1kg/m2~7.2kg/m2, 규
사의 입경은 13mm~9mm, 9~6.5mm, 6.5mm~4.76mm, 4.76~ 
2.38mm 변화조건에 대한 실험을 수행하였다. 상기 실험결과 

밀도증가에 따라 FRP와 콘크리트의 부착효과가 선형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6.5mm~2.38mm 잔골재를 높

은 밀도 (약 3kg/m2)로 포설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규사코팅을 통한 FRP-콘크리트 합

성부재의 부착면에 동결융해가 미치는 영향 분석을 위하여, 
FRP 표면에 6.5mm 이하의 잔골재를 약 3kg/m2 밀도로 규

사코팅을 수행하였다. 규사코팅은 sand blasting을 통한 FRP
부재 표면에 도포되어 있는 박리제 제거 후 에폭시계 수지를 

이용하여 규사를 접착하였으며, 규사코팅 후 FRP 시편은 

Fig. 6과 같다.
상기와 같이 준비된 시험체에 대하여 동결융해 영향에 따

른 FRP-콘크리트 계면의 부착력 평가는 KS F 4042:2012 
(콘크리트 구조물 보수용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에 의거 

시험을 수행하였다. KS F 4042:2012 기준에 의하면 부착력 

평가를 위한 시험체의 규격은 가로×세로 각각 40mm인 시험

체를 기준으로 하나, 본 실험에서는 FRP 부재 표면에 일정

한 입도분포를 갖는 규사를 일정 비율로 포설하므로, 시험체 

규모가 작은 경우 각 시험체별 규사코팅의 밀도조절에 어려

움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로×세로 각각 100mm인 

FRP 부재를 이용하여 시험체를 제작하였다.
동결융해 영향평가를 위한 시험체는 Fig. 7에서 보이는 바

와 같이 규사코팅이 완료된 FRP 시험체를 사각형 몰드에 설

치 후, 그 상부에 콘크리트를 타설 양생하였다. 콘크리트의 

일축압축강도는 40MPa이며, 시험체 균열 및 파손예방을 위

하여 콘크리트 내부에 wire mesh를 설치하였다. 또한 FRP 부
재가 콘크리트 타설시 콘크리트 내부에 매립되는 것을 예방하

기 위하여 FRP 부재와 동일한 두께의 합성수지 (styrofoam) 
패널을 설치하였으며, 동결융해 시험 전단계에서 이를 제거

하였다.
상기와 같이 제작된 시험체는 KS F 2456을 기준 (온도조

건 : -18℃~4℃)으로 100cycle, 200cycle, 300cycle 각각에 

대한 동결융해 영향평가를 수행하였으며, 동결융해 과정중 

FRP와 콘크리트 계면에 습기 등의 침투로 인한 문제점을 예

방하기 위하여 돌출되어 있는 FRP 외면에 실리콘 방수처리

를 실시하였다.

2.2 실험결과

규사코팅을 통한 FRP와 콘크리트의 부착력은 동결융해 실

험 전단계 (0cycle)에서 평균 1.06 MPa인 것으로 나타났으

며, 동결융해 작용이 100cycle, 200cycle, 300cycle 반복됨 따

라 FRP와 콘크리트의 부착력은 각각 평균 0.99MPa, 1.0MPa, 
1.01MPa 인 것으로 나타났다 (Fig. 9 참조).

3. 결과분석

KS F 2456을 기준에 의거 규사코팅된 FRP와 콘크리트 

합성부재에 대한 100cycle, 200cycle, 300cycle 각각에 대한 

동결융해 영향평가를 수행결과, 동결융해 영향을 받지 않은 

경우 (0cycle) 평균 부착응력은 1.06MPa, 300cycle 동결융

해 반복 후 평균 부착응력은 1.01MPa로 동결융해가 규사코

팅된 FRP와 콘크리트 합성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결융해 영향을 받지 않은 경우 (0cycle) FRP와 콘크리

트의 평균 부착응력은 1.06MPa이나, 콘크리트 계면의 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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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FRP specimens in mold (b) Specimens for freezing-thawing

A-A Section

(c) remove synthetic resin

Fig. 7 Specimens of resistance test to freezing-thawing

Fig. 8 Adhesion test
Fig. 9 Adhesive test result with cycle time of freezing- 

thawing

능력 평가 관련 선행 연구결과 (Lee et al., 2011) FRP와 콘

크리트의 전단부착응력은 평균 약 4.16MPa로 부착응력이 

약 26% 수준으로 작게 발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FRP와 콘크리트 계면의 전단파괴는 Fig. 10(a)에서 보이

는 바와 같이 FRP 표면의 규사코팅과 콘크리트가 맞물려 콘

크리트가 파괴양상을 보인 반면, 부착파괴는 Fig 10(b)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동결융해의 영향과 무관하게 규사와 FRP
의 계면에서 파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FRP와 콘크리트 합성부재의 전단저항은 콘크리트

의 일축압축강도와 영향을 받는 것으로 판단되며, FRP와 콘

크리트의 부착력은 규사코팅을 위한 수지에 영향을 받는 것

으로 판단된다.
FRP와 콘크리트 계면에 대한 품질관리 기준은 제정되어 

있지 않으나, KS F 4042:2012 기준에 따르면 구조물 보수를 

위한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의 기준 부착응력은 1.0MPa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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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한 유럽통합기준 (EFNARC, 1996; 1999)에 따르면 숏

크리트를 이용한 구조물 보수/보강시 타설된 숏크리트가 구

조적 성능을 발현하기 위한 부착응력은 최소 1.0MPa로 제안

하고 있다 (Lee et al., 2005).
FRP와 콘크리트의 부착력 시험결과 평균 부착력은 1MPa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따라서 상기 규사코팅에 의한 

FRP와 콘크리트 합성방안은 FRP와 콘크리트 합성부재를 구

조부재로 활용시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규사코팅을 통한 FRP-콘크리트 합성시 부

착면에 동결융해가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였으며, 관련 내용

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규사코팅을 통한 FRP와 콘크리트의 부착력은 동결융해 

실험 전단계 (0cycle)에서 평균 1.06 MPa인 것으로 나타

났으며, 동결융해 작용이 100cycle, 200cycle, 300cycle 
반복됨 따라 FRP와 콘크리트의 부착력은 각각 평균 

0.99MPa, 1.0MPa, 1.01MPa 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

라서 동결융해가 규사코팅된 FRP와 콘크리트 합성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2) FRP와 콘크리트 계면의 전단파괴는 경우 FRP 표면의 

규사코팅과 콘크리트가 맞물려 콘크리트 파괴양상을 

보인 반면, 부착파괴의 경우 규사와 FRP의 계면에서 

파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FRP와 콘

크리트 합성부재의 전단저항은 콘크리트의 일축압축

강도와 영향을 받는 것으로 판단되며, FRP와 콘크리

트의 부착력은 규사코팅을 위한 수지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판단된다.
(3) FRP와 콘크리트 계면에 대한 품질관리 기준은 제정되

어 있지 않으나, KS F 2042:2012기준 및 유럽통합기

준으로 보강재가 구조적 성능을 발현하기 위한 최소 부

착응력은 1MPa이다. 본 연구에서 수행한 규사코팅을 

통한 FRP와 콘크리트 합성시 평균부착응력은 1MPa 
이상이며, 따라서 규사코팅을 통한 FRP와 콘크리트 합

성부재는 구조부재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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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원형 구조물의 보수/보강 및 FRP를 구조부재로 활용한 신설 구조물 시공을 위해서는 일정한 곡률반경을 갖는 곡면 FRP 부재가 요구된

다. 그러나 현재까지 FRP 곡면부재는 수작업 (hand-lay-up) 또는 필라멘트 와인딩 (filament winding) 작업에 의해서만 생산이 가능하였

으며, 대량⋅연속생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일반적으로 인발성형법 (pultrusion method)으로 생산된 FRP 부재가 상대적으로 물리적 특

성이 우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FRP 부재를 일정곡률을 유지하며 인발로 뽑아낼 수 있는 신개념의 곡면 FRP 부재 인발성형법 제안 및 성형장비를 개발, 곡면

FRP 제품을 생산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곡면 FRP 부재를 이용한 구조물 보수/보강시 야기될 수 있는 FRP와 콘크리트 부착면의 동결융

해 영향을 분석하였다.

핵심 용어 : 곡면 FRP, 규사코팅, FRP-콘크리트 합성, 동결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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