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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표면형상에 따른 FRP 보강재의 부착특성 실험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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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FRP (Fiber Reinforced Polymer) tendons can be used as an alternative to solve the corrosion problem of steel tendons. Mate-

rial properties of FRP tendons-bond strength, transfer length, development length-must be determined in order to apply to con-

crete structures. First of all, in case of application for pretension concrete members with CFRP tendons, transfer length is an

important characteristic. The bond of the material characteristics should be demanded clearly to apply to PSC structures pre-

stressed with FRP tendons.This paper investigated on the bond characteristics of FRP reinforcements with various surface-type.

To determine the bond characteristics of FRP materials used in place of steel reinforcement or prestressing tendon in concrete,

pull-out testing suggested by CAN/CSA S806-02 was performed. A total of 40 specimens were made of concrete cube with

steel strands, deformed steel bar and 6 different surface shape FRP materials like carbon or E-glass. Results of the bonding tests

presented that each specimen showed various behaviors as the bond stress-slip curve and compared with the bond charac-

teristic of CFRP tendon developed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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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FRP 긴장재는 PS 강연선의 부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써 사용될 수 있으며, FRP 긴장재의 재료특성(부착강도,

인장강도, 전달길이 등)은 구조물에 적용하기 위해서 결정되어야 한다. 재료특성 중에 부착은 FRP 긴장재로 긴장된 PSC

구조물에 적용하기 위해 명확하게 요구되어야 한다. 이 연구는 다양한 표면형상을 갖는 FRP 보강재의 부착특성을 연구하였

다. 콘크리트의 철근과 강연선 대신에 사용되는 FRP 재료의 부착특성을 결정하기 위해 CAN/CSA S806-02에서 제안된 직

접인발 시험을 수행하였다. 강연선, 이형 철근, 6가지 다른 표면 형상을 갖는 탄소 또는 유리섬유 FRP 보강재에 대하여 총

40개의 시편이 제작되었다. 부착실험 결과 각 실험체의 다양한 부착응력-슬립 곡선을 나타냈고, 국내에서 제작된 CFRP 긴장

재의 부착특성과 비교하였다.

핵심용어 : 섬유보강 복합재료, 부착특성, 부착강도, FRP 긴장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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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프리스트레스트 콘크리트 구조물에서 긴장재가 부식되어

긴장력이 저하되면 구조물의 내하력이 감소되어 구조물의 안

전성에 문제가 발생된다. 강재의 부식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들(에폭시 도막, 전기방식, 아연도금 등)이 연구

되고 개발되었으나 아직까지 큰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최근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유리나 탄소 등 내부식성이 강한

섬유복합재료(Fiber Reinforced Polymer Composites)를 활

용한 보강근 및 긴장재의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콘크리트 구조물에 성공적으로 적용된 사례가 증가하면서 향

후 그 이용이 급속히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한국건설기술

연구원, 2008). 이러한 장점을 지니는 FRP 긴장재가 콘크리

트와의 복합작용을 통해 내부 슬립없이 외력에 저항하기 위

해서는 FRP 재료강도를 발현할 수 있는 정착길이가 규명되

어야 하고 정착길이는 부착특성을 근거로 하므로 FRP와 콘

크리트간의 부착특성을 파악하는 것은 중요하다.

FRP 긴장재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강연선과 달리 이방성

의 복합재료이고 강연선보다 낮은 탄성계수 및 전단강도 등

으로 인하여 일반적인 강연선의 거동과 상이한 역학적 거동

을 나타낸다. 그러나 현재 FRP 긴장재를 이용한 콘크리트

구조물의 설계 및 시공에 대한 대부분의 설계 지침서와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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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서는 기존의 PSC 구조물에 관한 설계 방법을 차용하거나

해외에서 추천하는 설계 방법을 일부 개선하여 적용하고 있

는 실정이다. 따라서 FRP 긴장재로 긴장된 PSC 구조물이

하중의 작용에 대하여 충분한 강도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우

선적으로 콘크리트에 대한 FRP 긴장재의 역학적 특성을 반

영한 부착 특성의 명확한 규명이 요구된다. 특히 FRP 긴장

재의 정착은 강연선과 다르게 전단에 취약하여 부착형 정착

방식이 적용되므로 FRP 재료에 대한 부착특성 파악이 필요

하다.

FRP 재료의 부착특성과 같은 역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

해 인발시험에 의한 시험법을 제안하고 있다(ACI, 2004;

CAN/CSA, 2002; JSCE, 1997).

FRP 보강재의 부착특성은 표면형상과 축방향 구성재료가

다르기 때문에 강재와 다른 거동을 보이므로 많은 연구자들

이 새로 개발된 FRP 보강재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부착

실험을 수행하고 있다(Cosenza 등, 1997; Kanakubo 등,

1993; Makitani 등, 1993).

이 연구에서는 FRP 긴장재의 부착성능에 영향을 주는 여

러 요소 중, 외부 형상에 따른 부착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

여 외국에서 상용화되고 있는 다양한 종류의 FRP 긴장재(스

트랜드형, 이형, 브레이드형)와 FRP 보강근(이형, 모래분사형,

나선형), 철근, 강연선에 대하여 CAN/CSA S806-02(2002)

에서 제안한 시험법에 따라 총 40개의 시험체를 제작하여

부착 응력과 슬립과의 관계를 고찰하였다. 또한 국내에서 제

작된 다양한 표면형상을 갖는 CFRP 긴장재의 부착특성을

상용 FRP 보강재의 부착특성과 비교하고자 한다.

2. 부착력 전달 메커니즘

콘크리트 속에 묻힌 FRP 보강재의 부착거동은 화학적인

점착, 표면 거칠기에 의한 마찰, 기계적인 맞물림, 콘크리트

건조수축으로 인한 FRP 보강재에 가해지는 정수압, 온도변

화와 수분흡수에 의한 FRP 보강재의 팽창과 같은 여러 요

소들이 있다. 이 중에서 역학적인 관점에서 부착거동을 지배

하는 인자는 점착력(Adhesion), 마찰력(Friction) 및 지압력

(Bearing)이며 그림 1과 같다. 

점착력은 FRP 보강재의 표면과 주변 콘크리트 사이의 화

학적 작용에 의하여 발생하고, 마찰력은 FRP 보강재 표면의

거칠기에 의하여 발생한다. 지압력은 보강재의 형상에 따른

기계적인 맞물림(Mechanical Interlocking)에 의하여 나타나

는 작용이다. 인발시험에서 FRP 보강재에 인장력을 가하면

초기에는 화학적인 점착력이 주로 인장력에 저항하고, 점착

력이 감소된 후에는 마찰이나 지압으로 대치되어 부착성능

이 발휘된다(박지선 등, 2004).

3. 실험 계획 및 방법

3.1 실험 재료 및 변수

이 연구에서는 다양한 표면형상을 갖는 FRP 보강재의 부

착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FRP 종류 및 FRP 긴장재와

FRP 보강근의 외부 형태를 주요변수로 선정하여 실험을 수

행하였다. 실험에 사용한 긴장재와 보강근은 스트랜드형의

Carbon FRP(a), 이형(b) 및 브레이드형(c)의 Aramid FRP,

이형(e)과 나선형(f) 및 모래분사형(g) Glass FRP, 강연선

(d), 철근(h) 등을 선정하여 실험을 수행하였다. 또한 국내에

서 제작한 CFRP 긴장재의 부착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스트

랜드형(i, j) 및 원형단면(k, l, m, n)에 피복형상을 달리하여

부착실험을 수행하고자 한다. 원형단면인 경우, 피복제조시

X형상이 조밀한 경우(k, l)와 그렇지 않은 경우(m, n), 알루

미늄 옥사이드 코팅 유무(l, n)를 변수로 하였다.

표 1은 부착실험에 사용된 다양한 표면형상의 FRP 보강

재와 국내외에서 제작된 스트랜드형 긴장재 및 원형 긴장재

의 단면 형상과 물리적 특성이다(JSCE, 1997; 한국건설기술

연구원, 2006).

3.2 표준 부착 시험체 제작

각 FRP 보강재에 대한 부착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시험체

의 제작과 시험은 CAN/CSA S806-02에서 제안한 방법에

따라 실시하였다. 각각의 시편은 1면의 길이가 150mm인 콘

크리트 입방체에 1개의 보강재를 수직으로 콘크리트 입방체

의 중심에 설치한다. 콘크리트는 4번에 나누어 같은 두께로

타설하고 각각의 콘크리트 층에 대하여 다짐봉으로 약 25회

다졌다. 시험체 제작용 거푸집은 ASTM C234(1991)의 방법

에 의거하여 제작하였으며, 타설 후 24시간 경과 후에 탈형

하였다. 보강재의 부착길이는 보강근 공칭지름의 4배로 하였

으며, 그립 길이를 포함하여 시험체에 사용된 보강재의 전체

길이는 800 mm로 하였다. 그림 2는 시험체의 형상 및 치

수를 나타내고 그림 3은 시험체 제작을 나타낸다.

3.3 급속 부착 시험체 제작

일반적으로 부착시험을 하기 위해서는 콘크리트 양생기간

인 최소 28일이 소요된다. 현재 시제품 전단계인 CFRP 긴

장재는 역학적 특성 시험을 통하여 계속적인 개선 사항이

도출되며, 이러한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최종적인 시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관련 시험을 계속 수행해야 한다. 따라서

CFRP 긴장재 시작품의 부착성능을 조기에 측정할 수 있다

면 CFRP 긴장재의 시제품 개발 및 개선사항 반영 속도도

빨라질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콘크리트의 양생기간을 단

그림 1. 부착력 전달 기구(박지선 등,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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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기 위하여 일반 콘크리트 대신 초속경 모르타르(압축강

도:33 MPa)를 사용하여 조기에 시작품의 부착 강도를 확인

하고자 한다. 일반적인 초속경 모르타르는 7일 만에 강도가

발현되므로 일반 부착강도시험보다 빠르게 시제품의 부착특

성 파악이 가능하다.

급속 부착 시험체 몰드의 재료는 직경 100 mm의 PVC

몰드를 사용하였으며 묻힘 길이는 4D로 기존의 표준시험법

과 동일하게 하였다. 그립 길이를 포함하여 시험체에 사용된

긴장재의 전체 길이는 600 mm로 하였다. 모르타르 타설 후

13일 양생 후 PVC 몰드 탈형과 동시에 부착 시험을 수행

하였다. 그림 4 및 그림 5는 각각 급속 부착 시험체 제작

에 사용된 PVC 몰드의 형상과 급속 부착 시험체 형상이다.

3.4 실험방법

하중은 최대 980 kN 용량의 만능시험기를 사용하여 변위

제어로 10 mm까지는 0.021 mm/sec의 속도로 이후 실험 종

료시까지는 0.042 mm/sec의 속도로 가력하였으며, 시험체의

표 1. FRP 긴장재와 FRP 보강근 및 강연선과 철근의 물리적 특성 

시험법 표면형태
공칭지름

(mm)
부착길이
(4D, mm)

구성재료 섬유함유량 
(%)

인장강도
(MPa)

탄성계수
(GPa) 비고

섬유 수지

표준
부착

(a) Strand-CFRP 11.4 45.60 Carbon Epoxy 64.0 1,380 104 일본산

긴장재
(b) Deformed-AFRP 7.88 31.52 Aramid Vinyl Ester 65.0 1,668 46 일본산

(c) Braided-AFRP 12.6 50.4 Aramid Epoxy 66.0 1,515 - 일본산

(d) Strand-Steel 11.2 44.8 Steel - 1,850 200 국내산

(e) Deformed-GFRP 12.7 50.8 E-Glass Vinyl Ester 70.0 931 45.2 국내산

보강근
(f) Screw-GFRP 12.7 50.8 E-Glass Vinyl Ester 70.0 690 40.8 미국산

(g) Sand coated-GFRP 12.7 50.8 E-Glass Vinyl Ester 70.0 617 42.0 캐나다산

(h) Deformed-rebar 12.7 50.8 Steel - 450 200 국내산

(i) Strand-type(#1) 12.7 50.8 Carbon Vinyl Ester 52.5 1699 106

국내산 긴장재

(j) Strand-type(#2) 11.4 45.6 Carbon Vinyl Ester 67.2 2366 188

급속
부착

(k) Dense-non

9.5 38 Carbon Vinyl Ester 63.7 2500 133
(l) Dense-oxi

(m) Sparse-non

(n) Sparse-oxi

그림 2. 부착 응력 시험체

그림 3. 시험체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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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단과 하중단에서의 슬립은 LVDT를 이용하여 측정하였

다(한국건설기술연구원, 2008).

4. 실험 결과 및 고찰

4.1 평균부착강도 산정

각 표면형상별 부착강도는 부착면 전체에 동등하게 분배된

다고 가정하여 평균부착강도를 다음과 같이 산정하였다.

(1)

여기서, τ =각 보강재의 평균부착강도 La =부착길이, Pmax=

각 보강재의 최대부착파괴하중, D=각 보강재의 공칭지름이

다. 이 식을 이용하여 각 표면형상별 부착강도를 산정하여

표 2에 정리하였다.

4.2 표면형상별 파괴형상 및 부착특성

각 표면 형상별 긴장재와 보강재의 부착응력-슬립 곡선은

그림 7과 같고 부착특성은 다음과 같다.

1) 스트랜드형 CFRP 긴장재(a)

스트랜드형 CFRP 긴장재는 초기의 최대 부착응력인

9.83MPa 이후에도 부착응력이 최대까지 근접했다가 다시 슬

립이 발생하는 거동을 계속적으로 반복했다. 이것은 긴장재

의 스트랜드 형상이 부착면과의 기계적인 맞물림으로 슬립

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면서 발생한 결과로 판단된다.

2) 이형 AFRP 긴장재(b)

이형 AFRP 긴장재도 또한 초기의 최대 부착응력인 11.66

MPa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응력-슬립 곡선이 반복되었으나

스트랜드형과는 달리 그 주기의 반복이 다소 길었으며, 일정

한 형상을 보이지는 않았다. 이것은 외부 표면에 달려있는

리브가 파괴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인 것으로 판단된다.

3) 브레이드형 AFRP 긴장재(c)

브레이드형 AFRP 긴장재는 단면자체의 요철과 계면 콘크리

트 사이의 지압력으로 발휘되었던 부착메커니즘이 최대 부착

응력인 16.29 MPa에 도달함과 동시에 콘크리트의 할렬 파괴로

나타나서 최대 부착강도이후의 거동은 측정할 수 없었다.

 

4) 스트랜드형 강연선(d)

스트랜드형 강연선은 시험체 중 가장 작은 부착응력인

2.93 MPa을 보였으며 초기의 최대 부착응력 이후에 주기가

매우 작은 형태로 기계적인 맞물림 효과가 이루어지면서 초

기 최대 부착하중을 상회하는 곡선을 나타냈다. 외부형태가

유사한 스트랜드형 CFRP 긴장재에 비해 응력과 반복주기에

서 매우 큰 차이를 보였다.

5) 이형 GFRP 보강근(e)

국내에서 제작된 이형의 GFRP 보강근은 외부에 돌출된

리브와 콘크리트 계면과의 충분한 지압력을 바탕으로 최대

부착응력인 16.88MPa까지 상승 후 일정길이 동안 부착응력

을 유지하다가 리브가 파괴됨과 동시에 콘크리트의 할렬파

괴로 인하여 다소 급한 기울기로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6) 나선형 GFRP 보강근(f)

나선형 GFRP 보강근은 최대 부착응력인 16.20MPa에 도

달한 후, GFRP의 나선형으로 만입된 표면과 계면 콘크리트

τ

P
max

πDL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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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4. PVC 몰드 형상

그림 5. 급속 부착 시험체

그림 6. 시험체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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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의 지압력으로 발휘된 부착응력이 만입된 보강근표면의

일부탈락으로 인하여 서서히 완만한 곡선을 그리며 감소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7) 모래분사형 GFRP 보강근(g)

모래분사형 GFRP 보강근은 GFRP 표면에 코팅한 규사와

계면 콘크리트와의 마찰력으로 부착성능을 발휘하면서 최대

부착응력인 17.45MPa에 도달한 직 후, 콘크리트와의 부착이

갑자기 저하되면서 부착응력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경향을 나

타냈다.

8) 이형 철근(h)

이형 철근은 시험체 중 가장 큰 부착 성능인 26.6 MPa을

보였으며, 콘크리트의 할렬 파괴이후 급격하게 부착응력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것은 철근에 부착된 리

브가 계면콘크리트의 지압파괴를 유도하면서 생긴 결과로 판

단된다.

9) 표면형상별 부착특성 고찰

그림 8은 표면형상별 평균 부착응력을 나타냈다. 스트랜드

형, 이형, 나선형, 모래분사형 등의 다양한 표면형상에 대한

부착특성 실험을 수행한 결과, 평균부착응력은 이형 철근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브레이드형, 이형, 나선형, 모

래분사형 FRP의 평균부착응력은 15~16 MPa로 유사하지만,

모래분사형이 이형 FRP 보다 약 6% 향상된 결과를 보였다.

FRP 및 강재 스트랜드형의 평균부착응력은 각각 8.73 MPa,

그림 7. 각 표면형상별 응력-슬립 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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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9 MPa로 낮게 나타났다.

이형 철근은 부착메커니즘의 요소중 지압력의 저항성이 커

서 가장 큰 부착성능을 나타낸 반면, 이와 유사한 형상의

이형 FRP는 거동 초기에 돌출된 리브부분에서 지압력으로

저항하지만 거동 후기에는 리브가 파괴되기 때문에 부착성

능의 차이를 보였다. 모래분사형 FRP의 경우, 이형 FRP의

부착성능보다 우수하지만, 거동 후기에 코팅된 규사가 FRP

표면에서 벗겨지는 파괴를 보였다. 이러한 파괴를 보이는 이

유는 이형 및 모래분사형 FRP의 생산과정에서 FRP 코어

생산 후에 이형 또는 규사코팅 공정을 하기 때문에 부착성

능의 한계를 갖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형 FRP

경우는 코어 생산시 이형공정을 동시에 수행하고 이형과 코

어부분의 부착을 개선해야하며, 모래분사형 FRP의 경우, 코

어생산 후 FRP 표면에 코팅된 박리성분을 표면처리를 통해

제거한 후 규사 코팅 공정을 수행한다면 부착성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표 2. FRP 보강재 및 강연선과 철근의 부착 응력과 자유단 슬립

표면 형태 시험체명
최대하중

(kN)

최대
부착응력 

(MPa)

슬립
(mm) 표면종류 시험체명

최대하중
(kN)

최대
부착응력

(MPa)

슬립
(mm)

(a) Strand-
CFRP

FTC-01 13.57 8.32 0.82

(e) Deformed-
GFRP

FRD-01 31.62 15.61 2.05

FTC-02 13.94 8.54 0.87 FRD-02 34.20 16.88 1.56

FTC-03 16.04 9.83 0.66 FRD-03 32.36 15.97 1.99

FTC-04 - - FRD-04 30.81 15.21 1.58

FTC_05 13.44 8.23 0.79 FRD-05 32.36 15.97 1.47

평균 14.25 8.73 0.79 평균 32.27 15.93 1.73

(b) Deformed-
AFRP

FTT-01 9.08 11.66 1.37

(f) Screw-GFRP

FRA-01 31.89 15.74 1.25

FTT-02 7.72 9.91 1.61 FRA-02 28.34 13.99 1.33

FTT-03 9.42 12.08 0.96 FRA-03 32.80 16.19 2.91

FTT-04 8.88 11.39 1.96 FRA-04 32.75 16.20 3.43

FTT-05 8.98 11.52 2.05 FRA-05 30.22 14.92 2.16

평균 8.82 11.31 1.59 평균 31.20 15.41 2.22

(c) Braided-
AFRP

FTF-01 32.49 16.29 3.28

(g) Sand
 coated-GFRP

FRI-01 33.33 16.45 0.73

FTF-02 30.70 15.40 3.64 FRI-02 34.30 16.93 0.83

FTF-03 29.14 14.61 2.99 FRI-03 34.12 16.84 0.77

TF-04 30.26 15.18 2.91 FRI-04 35.36 17.45 0.73

FTF-05 29.08 14.58 3.63 FRI-05 34.51 17.03 0.60

평균 30.33 15.21 3.29 평균 34.32 16.94 0.73

(d) Strand-Steel

PT-01 3.41 2.17 0.12

(h) Deformed-
rebar 

SR-01 55.51 27.40 0.41

PT-02 7.02 4.45 0.37 SR-02 60.12 29.68 0.64

PT-03 4.04 2.56 0.10 SR-03 52.16 25.75 0.90

PT-04 4.48 2.84 0.37 SR-04 53.88 26.60 0.69

PT-05 4.62 2.93 0.50 SR-05 46.24 22.82 0.72

평균 4.71 2.99 0.29 평균 53.58 26.45 0.67

(i) Strand-
type(#1)

SJG-01 18.13 8.94 0.64

(j) Strand-
type(#2)

SJG#2-01 15.88 9.70 0.59

SJG-02 21.46 10.59 0.75 SJG#2-02 18.03 11.06 0.53

SJG-03 22.64 11.19 0.82 SJG#2-03 15.48 9.47 0.59

평균 20.74 10.24 0.74 평균 16.46 10.08 0.57

(k) Dense-
non

Dense-non-#01 6.08 5.38 0.87

(m) Sparse-
non

Sparse-non-#01 18.82 16.57 1.28

Dense-non-#02 8.43 7.39 0.44 Sparse-non-#02 13.72 12.06 1.46

Dense-non-#03 11.27 9.92 0.81 Sparse-non-#03 15.19 13.41 1.24

Dense-non-#04 9.90 8.74 1.41 Sparse-non-#04 16.17 14.28 1.54

평균 8.92 6.67 0.59 평균 15.97 14.08 1.38

(l) Dense-
oxi

Dense-oxi-#01 15.78 13.89 1.76

(n) Sparse-
oxi

Sparse-oxi-#01 18.52 16.35 1.40

Dense-oxi-#02 17.35 15.31 1.58 Sparse-oxi-#02 18.23 16.07 1.35

Dense-oxi-#03 18.13 15.99 1.54 Sparse-oxi-#03 17.25 15.19 1.62

Dense-oxi-#04 17.93 15.85 1.44 Sparse-oxi-#04 20.29 17.85 1.46

평균 17.25 11.22 1.31 평균 18.62 16.36 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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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장재로 사용되는 스트랜드형은 일반 보강근과 다르게

정착장치가 필요하므로 단면의 변화가 없는 형태로 생산

되는 것이 유리하며, FRP 스트랜드형이 강재 스트랜드형

보다 부착특성이 큰 이유는 개개의 가닥 표면이 피복으로

덮여 있어 마찰력을 증가시켰기 때문이다. 부착성능을 향

상시키기 위해서는 단면형상이 일정하며, 마찰력을 향상시

키기 위해 피복 및 규사코팅 등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3 국내산 CFRP 긴장재의 부착특성

1) 스트랜드형 CFRP 긴장재 #1(i)

국내산 스트랜드형 1차 CFRP 긴장재의 응력-슬립 곡선은

최대하중인 10.24 MPa까지 선형으로 증가하다가 급격히 감

소하며, 이후 긴장재가 모르타르 공시체에서 빠져나오기까지

주기적으로 하중의 증감을 반복하였다. 긴장재가 완전히 빠

질 때까지 모르타르의 할렬파괴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기계

적인 맞물림 효과는 기존 스트랜드형 CFRP 긴장재와 비교

할 때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 이것은 긴장재의 1피치길이가

기존 스트랜드형 CFRP 긴장재의 1.6배이고, 소선사이의 골

의 깊이가 작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기계적 맞물림 효

과가 거의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부착강도가 크게

나온 것은 소선의 피복 제직방법과 제직 섬유 등이 부착력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2) 스트랜드형 CFRP 긴장재 #2(j)

국내산 스트랜드형 2차 CFRP 긴장재에서는 긴장재의 피

복이 콘크리트와의 부착면에서 찢겨지는 현상이 발생했다.

이는 1차에 사용된 PVA 섬유와 비교할 때, 2차에 사용된

PE 섬유의 두께가 얇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1차와 부

착성능을 비교해보면 2차의 부착강도가 10.08 MPa로 비슷

하였지만 최대부착강도이후 긴장재가 모르타르를 빠져나오기

까지의 하중 반복 주기와 진폭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

났다. 

3) 원형 CFRP 긴장재(X형 피복, k~n)

표피의 제직형식이 조밀하며 옥사이드 코팅처리를 안한 실

험체의 평균부착응력이 7.86 MPa로 가장 낮게 나왔으며, 제

직형식이 규칙적으로 적당히 성글며 옥사이드 코팅처리를 한

실험체의 평균부착응력이 16.36 MPa로 가장 우수하게 나타

났다. 

시험 결과에 따르면 부착성능에서 표피의 제직형식은 적당

히 성근경우가 유리한 것으로 보이며, 옥사이드코팅은 부착

강도향상에 일정부분 기여는 하나 그 양은 표피형식보다 작

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에 스트랜드형 1차와 2차는 각각 10 MPa 내외의 부

착응력값을 나타내었으며, 원형인 경우 부착응력이 기존에

비해 약 140%이상 증진된 것으로 나타났다.

4.4 CFRP 긴장재의 부착특성 고찰

지금까지 수행한 표면형상별 보강재의 평균부착응력은 그림

9와 같다.

실험결과 측정된 전체 평균부착응력은 14.12 MPa, 이 가

운데 PS 강선 및 철근을 뺀 FRP 긴장재와 FRP 보강근의

평균부착응력은 각각 11.75 MPa, 16.09 MPa로 나타났다. 스

트랜드 형상보다는 이형 및 제직형상이 부착응력이 높은 것

으로 나타났고, 여기에 규사 코팅 등의 표면처리를 추가하면

부착성능은 더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서 제작된

원형단면의 X형 제직 피복을 갖는 시편에 옥사이드 코팅을

추가한 결과 부착성능은 16% 이상 향상되었다.

FRP 긴장재는 부착성능에 의해 전달길이 및 정착길이 뿐

만 아니라 정착장치의 제원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부착성능

은 정착성능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국내에서 제작된

스트랜드형 CFRP 긴장재는 상용 긴장재보다 15% 이상 부

착성능이 향상되었지만, 다른 상용 FRP 긴장재 평균보다는

약 14% 작은 수준이다. 그러나 원형단면의 X형으로 제직된

피복이 있는 CFRP 긴장재의 부착특성은 FRP 긴장재 평균

보다 약 20% 향상되었고, 옥사이드 코팅한 경우는 FRP 보

그림 8. 표면형상별 평균 부착응력(I)

그림 9. 표면형상별 평균 부착응력(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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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근 평균과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5. 결 론

FRP 긴장재와 FRP 보강재 및 강연선과 철근의 외관형태

별 콘크리트에 대한 부착성능을 평가하기 위한 실험 연구결

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1.스트랜드형 CFRP 긴장재는 8 MPa을 약간 상회, 이형

AFRP 긴장재는 11 MPa 내외, 브레이드형 AFRP 긴장재

는 15 MPa 내외의 부착응력값을 나타내었으며, 스트랜드

형 강연선은 시험체 중에서 가장 낮은 3 MPa 미만의 부

착응력값을 보여주었다. 

2.이형 철근은 최대 평균부착응력이 26 MPa로 시험체 중

가장 큰 부착 성능을 보였으며, 이형, 나선형, 및 모래분

사형의 GFRP 보강근은 15~17 MPa 내외의 범위에서 비

교적 유사한 부착응력값을 보여주고 있다.

3.스트랜드형 강연선은 시험체 중 가장 작은 부착응력을 보

였으며 초기의 최대 부착응력 이후 주기가 매우 작은 형

태로 기계적인 맞물림 효과(Mechanical Interlocking)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초기 최대 부착하중을 상회하는

곡선을 보여주는데 외부형태가 유사한 스트랜드형 CFRP

긴장재에 비교하면 응력과 반복주기에서 매우 큰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4.스트랜드 형상보다는 이형 및 제직형상이 부착응력이 높

은 것으로 나타났고, 여기에 규사 코팅 등의 표면처리를

추가하면 부착성능은 더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5.국내에서 제작된 원형단면에 X형으로 제직된 피복이 있는

CFRP 긴장재의 부착특성을 확인한 결과, FRP 긴장재 평

균보다 약 20% 향상되었고, 옥사이드 코팅한 경우는

FRP 보강근 평균과 유사한 결과를 보였이므로 피복 제직

형상과 옥사이드 코팅 유무는 부착특성에 영향을 주는 것

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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