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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resent study proposes the strengthening method to use Conclinic Advanced FiberWrep(CAF) so as to improve Load Car-

rying Capacity of the RC slab bridge. In order to evaluate the strengthening performance, we strengthen 50cm per unit-width of

CAF to the slab's bottom of the test bridge that designed with DB 18, then perform Static and Dynamic Field Load Test. As a

result of this, 14.7% of the maximum displacement, 5.0% of the strain and 33.7% of the impact factor are reduced after strength-

ening. At the middle of the test spans, nominal resisting ratio is increased by 27% and Service Load Carrying Capacity is

increased by 44.6%, 48.9% of each span 1 and 2. In conclusion, this study indicates that the strengthening method using CAF is

very effective to improve the deteriorated RC slab bridge designed with DB 18, to the DB 24 of the first class bridge design l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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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본 연구에서는 RC슬래브 교량의 내하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유리섬유 복합재(CAF)를 이용한 보강방법을 제시하였다. 보강 성

능을 평가하기 위해 설계하중 DB 18로 설계된 실험대상 교량의 슬래브 하면에 단위폭당 50 cm로 CAF 복합재를 보강하여

정·동적재하시험을 수행하였다. 정·동적재하시험 결과 RC슬래브의 최대변위, 변형률, 충격계수는 보강전에 비하여 보강후에

각 14.7%, 5.0% 및 33.7% 감소하였다. 시험경간 중앙부에서의 RC슬래브의 공칭저항비는 27% 증가하였고, 공용내하력은 1,2

경간에서 44.6%, 48.9%증가하였다. 결론적으로 설계하중 DB 18로 설계된 노후된 RC슬래브 교량을 현행 1등급교의 설계하중

DB 24로 향상시키는데 CAF 복합재를 이용한 보강방법은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핵심용어 : 유리섬유복합재, 정·동적재하시험, 내하력평가, RC슬래브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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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국내 경제가 급속하게 발전하던 1980년 전후에 건설된 교

량 중 약 96%가 2등급교인 설계하중 DB 18 이하로 설계

되었으며, 또한 국도상에 시공되어 유지 관리되는 교량 중

RC슬래브 교량의 평균 공용년수는 약 23년이다(국토해양부

2006). 그러나 최근 국내 교량의 장기공용으로 인한 교통량의

증가 및 차량의 대형화, 고속화 등으로 건설당시에 비해 노

후화가 한층 가속화되고 있으며 노후화로 인해 내하력이 감

소하여 안전성 및 사용성에 심각한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다.

그러나 노후된 교량의 내하력을 확보하기 위해 교량을 교체

한다는 것은 경제적 손실 및 차량통행에 불편을 초래하므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절한 보수·보강을 실시하여

RC 슬래브 교량의 사용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고, 교량의 내하

력을 1등급교인 DB 24로 증가시켜 수명을 연장시킬 필요가

있다. 

기존 RC슬래브 교량의 내하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적용

되는 방법으로는 강판접착보강, 철골브레이싱보강법, 단면증

설공법등이 있으나, 보강으로 인한 중량증가, 시공조건 및 정

밀시공 등의 단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재래식 보수·보강

법을 보완하기 위해서 최근 내구성이 우수한 탄소섬유, 유리

섬유, 아라미드섬유등의 경량의 복합신소재를 이용한 FRP

Sheet법 등에 대한 연구가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유리섬유(GFRP)를 이용한 프리스트레스트 합

성보의 보강 전·후 상대비교와 기존의 이론식을 이용한 이

론값과 실험값들의 비교를 통한 연구(유영민 1998)가 진행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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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으나, 대부분 단면을 축소한 모형 구조물의 실험에 국

한되어 진행되고 있다. 또한, 기존의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교

량 및 차량특성이 반영된 정확한 동적응답을 파악하기 위해

실제 교량의 재하시험을 통한 보강 전·후에 대한 연구가 부

족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1983년에 준공된 국도상의 노

후화된 3경간 연속 RC슬래브 교량을 실험대상 교량으로 선

정한 후 보강 전·후의 정·동적재하시험과 구조해석을 실

시하여 유리섬유 복합재(CAF)의 보강성능을 평가하고자 한다.

2. 유리섬유 복합재(CAF)의 보강

RC구조물은 공용기간 동안 사용에 의한 피로, 환경조건의

악화에 의한 표면의 풍화·열화 등으로 표면에 균열이 발생

하기 쉽고, 이러한 균열은 철근의 부식등 내구성을 저하시킨

다. RC구조물의 균열진전을 억제하고 철근에 발생하는 응력

의 완화를 목적으로 CAF 복합재를 사용할 경우 기존 탄소

섬유 보강공법 대비 38.6%의 공사비 절감효과가 있으며(한국

산업연구소-원가계산등록기관), RC구조물의 보수·보강에 사

용되는 각종 표면보수공법, 표면보호공법, 보강공법의 대체 공

법으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구조적, 경제적인 효과가 크

다. CAF 복합재의 물성치는 표 1과 같다. 

CAF 복합재의 보강성능을 알아보기 위하여 콘크리트 모형

시편의 휨시험을 시행 한 결과는 그림 1과 같다(유영하

2000). 파괴시 최대하중 증가률은 무보강시 91 kN에서 2겹보

강시 220 kN으로 240%증가 하였으며, 처짐값은 무보강시

41.63 mm에서 2겹보강시 19.76 mm으로 50%가량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의 결과를 토대로 하여 실제 교량에 적용하여 보강성능

을 알아보고자 한다. 기존의 보강방법은 슬래브 바닥을 전면

보강방법은 자연환경에 따른 재료의 물성차이로 박리현상이

생기는 문제가 있으며, 재하시험 대상교량의 진행성 균열여부

확인과 CAF 복합재와 콘크리트 접착면의 누수로 인한 강도

저하를 고려하여 두께 1 mm의 CAF 복합재를 사용하여 경

간부의 슬래브 하면에 단위폭당 50 cm로 2겹 보강하였다. 그

림 2는 대상 교량의 보강 전·후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3. RC슬래브교의 현장재하시험

3.1 재하시험 종류

현장 재하시험(대한토목학회 2005; 박길현 등 2003; 박문

호 등 2008)은 하중의 재하방법에 따라 정적재하시험 및 의

사정적재하시험, 동적주행시험으로 구분된다. 정적재하시험은

작용외력에 대한 대상교량의 정적거동특성을 파악하고 내하

력평가를 위한 정적변위 및 응력의 응답비를 구하기 위해 실

시하며, 동적재하시험은 동적거동을 조사, 측정하기 위한 것

으로 교량의 실제 충격계수 및 고유진동수 등의 동적특성을

측정하여 교량의 안전성을 검토하기 위한 기본자료를 구하기

위해 실시한다. 두 방법은 교량의 유지관리계측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계측 시스템이 구축된 교량의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유지관리에 필요한 초기 데이터 획득 및 보수·보강·교체

등으로 인한 구조물의 변화된 상태를 반영하기 위해 주기적

또는 필요시 실시한다. 그림 3은 재하시험의 순서를 나타내

고 있다.

3.2 재하시험 위치

대상 교량의 내하력을 대표하는 자료의 획득을 위해 계측

기는 선정된 경간(S4)의 지점부에서 최대 응력 발생지점인

0.5L지점에 설치하였고, 횡단면과 종단면에 대한 계측기 설치

위치는 그림 4에 표시하였다. 처짐은 MT16(50 mm)을 이용

하여 측정하였고, 고유진동수를 구하기 위하여 가속도계(1G)

를 사용하여 가속도를 측정하였다. 

표 1. CAF 복합재의 물성치

CAF 복합재 에폭시 + 유리섬유

설계파단인장강도(MPa) 500

인장탄성계수(MPa) 25000

파단변형률(%) 2.0

두께(mm) 1mm(2겹)

프아송 비 0.25

그림 1. 보강방법에 따른 휨시험 결과

그림 2. 대상교량의 보강 전·후의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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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재하차량 및 재하방법

재하시험에 사용된 차량은 토사를 만재한 150 kN급 덤프트

럭으로 총중량은 260 kN(전륜 26 kN, 후륜 104 kN)이며 차

량제원은 그림 5에 제시되어 있다. 이는 도로교설계기준의

DB-24 하중의 중량인 240 kN(전륜 24 kN, 후륜 96 kN)과

유사하다. 그림 6은 정적 및 동적재하시험의 각 경우에 대한

재하차량의 횡방향 재하위치를 나타낸다. 재하시험방법은 정

적재하시험, 5 km/hr의 서행에 의한 의사정적재하시험을 실시

한 후에 10 km/hr 간격으로 설계속도 60 km/hr까지 주행하면

서 동적 변형률, 동적 처짐의 동적 데이터를 측정하였다. 재

하 case는 폭원 중앙부 및 외측면부로 각 8개 총 16개의

재하 case경우로 구분하여 실시하였다. 

4. 보강 전·후 재하시험 결과 및 고찰

4.1 재하시험을 통한 변위 비교

주행속도(0~60 km/hr)에 따른 재하시험 결과 슬래브의 최대

변위(D2)는 주행속도가 60 km/hr일 때 보강 전·후 최대

1.337 mm, 1.115 mm이며, 의사정적재하시 변위가 가장 적게

관측되었다. 그림 7과 그림 8은 주행속도 60 km/hr와 의사정

적재하시 변위 시간이력 곡선을 도시하였다. 재하차량의 진입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곡선이 시간축에 대하여 다양하게 나

타났다. 주행속도에 따른 슬래브의 변위측정에서 재하 case1

(중앙부)에 비해 case2(외측부)의 변위가 5~7% 크게 관찰되

그림 3. 재하시험 순서

그림 4. 계측기 설치 위치도

그림 5. 재하차량

그림 6. 폭원 위치별 재하

그림 7. 변위 시간이력 응답 (60 km/hr 재하)

그림 8. 변위 시간이력 응답(의사정적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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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으므로 case2에 설치된 계측기의 값을 분석하여 대상교량

을 해석하였다. 

재하시험에 의한 변위는 표 2와 같으며, 그림 9는 재하차

량의 속도에 따른 case별 보강 전·후 대상 교량의 변위값을

도시한 것이다. 보강후 변위는 14.7% 감소하였다.

4.2 재하시험을 통한 변형률 비교

변형률은 주행속도가 40 km/hr일 때 각각 53 µε, 51 µε로

가장 크게 발생하였다. 그림 10은 재하속도 40 km/hr의 변형

률 시간이력 곡선을 도시하였다. 주행속도에 따른 슬래브의

변형률 측정에서 보강후 평균 5.0% 감소하였고, 재하시험에

의한 변형률은 표 3과 같다.

4.3 재하시험을 통한 동적증폭 및 충격계수 비교

대상 교량의 동적 재하시험에서 구한 처짐(변위)에 대한 시

간 이력곡선으로부터 구한 대표 동적 증폭계수와 충격계수의

결과를 그림 11과 그림 12에서 도시하였다. 동적 증폭계수는

보강 전·후 각각 1.095에서 1.006으로 최대 10%정도 감소

하였고, 재하방법에 따라 2%~10%정도 감소하였다. 충격계수

는 보강 전·후 평균 37.7% 감소하였으며, 보강 후 충격계

수는 0.1정도로 도로교 설계기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이론식

으로 구한값 0.288보다 작은 값이므로 양호한 동적거동을 보

이고 있다.

5. 보강 전·후 구조해석 및 내하력평가

5.1 보강전 구조해석

재하시험 결과를 해석 결과와 비교, 검토하기 위하여 유한

요소해석을 수행하였다. 사용한 프로그램은 SAP2000 v10이

며, 설계하중에 대한 안전성 검토를 목적으로 하므로 탄성해

석을 수행하였다. 대상교량의 구조적 거동을 정확히 표현하기

위해서 RC슬래브 교량을 3차원 판요소로 모델링하였다. 구조

해석에 적용한 하중은 최대 단면력 및 변위(처짐)이 발생할

수 있도록 도로설계기준에서 제안하는 재하방법을 사용하였다.

 표 2. 재하시험에 의한 대표변위(D2)

재 하
속 도

재 하
Case

보강 전
(mm)

보강 후
(mm)

감소비율
(%)

정 적
재 하

1-1 1.258 1.110 11.8 

2-1 1.281 1.125 18.5 

의사정적
재 하

1-2 1.191 1.008 15.4 

2-2 1.228 1.086 12.2 

10 km
1-3 1.312 1.094 16.6 

2-3 1.293 1.139 11.9 

20 km
1-4 1.209 1.048 13.3 

2-4 1.265 1.121 11.4 

30 km
1-5 1.225 1.012 17.4 

2-5 1.233 1.109 10.1 

40 km
1-6 1.212 1.070 11.7 

2-6 1.328 1.157 12.9 

50 km
1-7 1.324 1.075 18.8 

2-7 1.320 1.125 14.8 

60 km
1-8 1.240 1.025 17.3 

2-8 1.337 1.115 16.6 

변위의 평균 감소율 (%) 14.7

그림 9. 재하 속도별 변위(D2)

그림 10. 변형률 시간이력응답 (40 km/hr 재하)

표 3. 재하시험에 의한 변형률

재하속도
재하
Case

보강전
(µε)

보강후
(µε)

감소비율
(%)

정적
재하

1-1 47 44 6.4 

2-1 51 49 3.9 

의사정적
재하

1-2 49 46 6.1 

2-2 49 46 6.1 

10 km
1-3 44 42 4.5 

2-3 51 49 3.9 

20 km
1-4 44 41 6.8 

2-4 52 49 5.8 

30 km
1-5 44 43 2.3 

2-5 49 46 6.1 

40 km
1-6 42 40 4.8 

2-6 53 51 3.8 

50 km
1-7 43 40 7.0 

2-7 51 49 3.9 

60 km
1-8 43 41 4.7 

2-8 49 47 4.1 

변형률의 평균 감소율 (%)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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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과 그림 14는 구조해석 결과 1경간, 2경간의 최대

모멘트도를 도시하였고, 대상 교량의 최대 단면력을 이용하여

설계극한 모멘트와 설계저항 모멘트를 계산하여 표 4에 나타

내었다. 

구조해석 결과 1경간(중앙부)의 작용 모멘트가 676.0 kN·m

으로 산정되어 공칭 휨강도 647.8 kN·m를 초과하므로 불안전

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5.2 CAF 복합재의 해석기법

콘크리트 구조물을 CAF 복합재로 보강한 경우의 보강성능

해석을 위해서는 반복기법을 사용하였다. 그 이유는 CAF 복

합재의 물성이 철근과 달라서 콘크리트의 변형률이 극한상태

에 이르기 전에 파괴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콘크리트의 압

축연단 변형률이 0.003인 상태에 이르기까지 0.001씩 증가시

키면서 각각의 경우에서의 콘크리트의 압축연단에서 중립축

까지의 연직거리 c값을 반복을 통하여 구한 뒤 그로부터 각

각의 콘크리트 변형률 단계에서의 저항모멘트를 도출하는 방

법을 사용하였고, 그 과정은 다음과 같다.

① 콘크리트 압축연단의 변형률(e)을 고정시킨다.

② 중립축 c의 값을 가정한다.

③ C = α × fck × b × c (1)

④ (2)

⑤ C를 계산하여 C = T가 될 때까지 반복한다.

⑥ (3)

⑥ (4)

여기서, C는 콘크리트의 압축력(kN), εc는 최대 변형률, fc는

압축강도, Ts는 철근의 인장력(kN), Tf는 CAF 복합재의 인장

력(kN)이다.

CAF 복합재를 이용한 대상교량의 보강후 구조해석 결과는

표 5과 같다. 

보강후 공칭 휨강도는 1,2경간에 모두 만족하는 것으로 나

타났으며, CAF 복합재의 보강으로 인해 27%의 공칭저항비

의 증가를 나타내고 있다.

5.3 보강 전·후 내하력 비교

교량 구조물의 내하력 평가는 현장재하시험에 의한 방법과

내하율 공식에 의한 해석적인 방법이 주로 사용되어 왔다.

시험적인 방법의 경우, 구조물의 거동상태를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공간적 제약 및 경제적인 문제점

이 발생할 수 있는 단점이 있다. 이에 반해 해석적인 방법,

α

fc εcd
0

ε

∫
ε fck×

-----------------=

M φf Ts D βc–( ) Tf h βc–( )+[ ]=

βc 1
x

ε
-- x,–

fcεc εcd
0

ε

∫

fc εcd
0

ε

∫
----------------------= =

그림 11. 재하속도별 동적 증폭계수

그림 12. 재하속도별 충격계수

그림 13. 1경간 최대모멘트

그림 14.  2경간 최대모멘트

표. 4 보강 전 구조해석 결과

구 분 작용 모멘트(kN·m) 공칭 휨강도(kN·m)

1경간
(중앙부)

676.0 647.8

2경간
(중앙부)

624.0 647.8

표 5. 보강 후 구조해석 결과

 위 치 
 구 분

RC슬래브 하면

보강여부
보 강 전 보 강 후

1경간 2경간 1경간 2경간

공칭 휨강도(kN·m) 647.8 822.3

작용 모멘트(kN·m) 676.0 624.0 676.0 624.0

보강후 공칭저항비 증가율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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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전산화 유한요소법의 경우 구조물의 상태를 근사적으로

밖에는 평가할 수 없으므로,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정·동적 재하시험에 의한 실측 변형률, 변위, 진동의 특성

등을 기초로 한 현장재하시험방법과 이론을 기초로 한 전산

화 유한요소방법을 병행할 수 있는 보정계수를 사용하므로

실구조물의 거동분석을 비교적 정확하게 분석 할 수 있다.

현재 도로교에서는 콘크리트교의 경우 강도설계 평가법을 적

용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대상교량인 RC슬래브교는 강도설

계 평가법을 적용하였다. 강도설계 평가법은 실제하중에 하중

계수를 곱한 하중을 사용하여 평가를 실시하며 하중계산에

대한 불확실성을 고려하기 위하여 각 하중형식에 서로 다른

하중계수를 적용한다. 그 평가식은 식(5), (6)과 같다. 

(5)

여기서, RF는 내하율, φ는 강도감소계수(0.85), Mn은 공칭모

멘트(kN·m), Md는 사하중모멘트(kN·m), Ml(1+i)은 충격하중을

고려한 활하중 모멘트(kN·m), γl는 사하중 계수, γd는 활하중

계수이다.

(6)

여기서, P는 공용내하력

Pr =설계활하중,

Ks(보정계수) =

보정계수에서 처짐과 충격계수의 실측값은 시험대상 교량

의 정·동적재하시험에 의해 획득한 값이며, 이론값은 유한

요소 구조해석에 의한 값이다. 표 6은 보정계수를 사용한 강

도설계 평가법에 의한 보강 전·후의 내하력을 나타내고 있

다. 

CAF의 보강으로 인한 내하력은 1경간에서 44%, 2경간에

서 49%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국도상에 위치한 노후화된 RC슬래브 교량

의 보강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보강전 과 CAF 복합재로 보

강한 후 트럭하중을 이용하여 현장에서 재하시험을 실시하였

다. 본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1) 기존의 보강방법은 RC슬래브교 바닥판 하면의 전면을

보강하였으나 이 방법은 진행성 균열의 관찰과 누수로

인한 접착면의 강도저하를 관찰할 수 없으므로 문제시

되어 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단위폭당(1 m) 50 cm

간격으로 보강을 실시하여 향후 유지관리 측면에서도 유

리할 것으로 판단된다.

2) 시험대상 교량의 정확한 거동을 평가하기 위해 트럭하중

의 재하 case와 재하속도(0 km~60 km)를 변수로 하여

측정한 결과 case2(외측부)에서 트럭하중 속도가 40 km~

60 km일 때 응답값(변위, 변형률, 충격계수)이 크게 나타

났다.

3) 보강 전·후를 비교한 결과 CAF로 보강한 후 슬래브의

최대 변위, 변형률 및 충격계수는 각각 14.7%, 5.0%,

37.7%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CAF 복합재에 의해

RC 슬래브교 의 구조적 성능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 공칭저항 모멘트가 27% 증가한 것은 CAF 보

강재의 단면력 증대 효과를 보여 주고 있다.

4) 시험대상 교량은 보강 전 1,2경간에서 현행 1 등급교인

DB 24의 설계하중에 대해 불안전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보강 후 DB 34.49와 DB 39.46로 설계하중 DB 24에

대해 충분한 안전 율을 확보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적용한 CAF 복합재에 의한 보강공법은 노후화된 RC

슬래브 교량의 성능을 향상시키는데 매우 효과 적이고

경제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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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대상 교량의 내하력 평가

비 고
 위 치

공용 모멘트
비 고

보강 전 보강 후

1경간(중앙부) DB 23.85 DB 34.49
DB 24

2경간(중앙부) DB 26.62 DB 39.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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