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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objective of this research is to improve the flexural capacity of RC Beams. To delay 

prematured tension failure of concrete specimen and to improve flexural capacity of RC beam by 

increasing the contribution of FRP strengthening plates, a method for inserting a laminate to the 

interface between concrete and FRP materials. This method makes it possible to increase overall 

flexural performance of RC beam by FRP plate compared to normal RC beams and RC beam 

strengthened by bonded FRP plates. The new bonding technique is applicable to all types of 

reinforcement available FRP laminate, and in principle is also applicable to materials other than 

FRP.

요  약

 콘크리트 보의 휨 보강을 한 FRP 이트가 콘크리트 하면에 직  부착될 경우 콘크리트-FRP 

부착경계면에서 부분 콘크리트 박리 괴에 의한 최종 괴가 주로 발생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 콘

크리트 박리에 의한 취성 괴를 지연시켜 부착 보강재의 수명을 보다 더 연장시키기 하여 콘크리트

와 보강재 착경계면 사이에 얇은 두께의 간 삽입재(알루미늄, 티타늄)를 앵커와 에폭시로 부착, 기

존의 FRP 이트 보강방법 보다 개선된 휨 성능 보강방법에 한 연구이다. 이를 하여 본 연구에

서는 상 으로 가격이 렴한 알루미늄과 재료  성능이 우수한 티타늄을 간삽입제로 이용, 콘크

리트와 보강재 사이의 부착하 으며 이들의 활용에 따른 휨 연성 개선과 콘크리트 박리 괴 지연에 

한 효과를 측정하 다. 

1.  실험 계획  방법 

   철근콘크리트 실험체의 단면은 그림 1과 같이 폭2000mm, 높이 300mm, 길이2200mm로 5개의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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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체 종류 실험체 기호

보강재 없는 RC 보 Normal

FRP 보강재(에폭시 부착) RC 보 B_FRP

FRP 보강재(FRP직  구멍 뚫고 Anchor 부착) RC 보 A_FRP

FRP 보강재 + 간 삽입재(알루미늄) RC 보 A_Al

FRP 보강재 + 간 삽입재(티타늄) RC 보 A_Ti

표 1 실험체의 종류  기호

를 제작하 으며, 압축철근으로 2-D10, 인장철근 2-D13, 단철근

은 앙부 350mm 제외한 구간에 D10@150 간격으로 배근하는 복

철근 보로 제작하 다. 실험에 사용된 콘크리트의 설계 압축 강도

는 24MPa, 타설 후 28일 압축 강도는 평균 28MPa이었다. 고려된 

FRP 이트 보강재는 t=1.5mm이며 폭과 길이는 각각 100mm 

와 860mm이다. 간 삽입 이트는 두께 0.2mm, 길이 1860mm의 

알루미늄과 티타늄이 각각 사용하 다. 경계면 부착방법은 실험체

에 따라 에폭시  볼트로 부착하 으며 변 제어법으로 1mm/min

의 속도로 하 을 재하하며 1분마다 균열의 폭을 측정하 다.

3. 실험 결과  

그림 4 착형태의 비교 분석
    

그림 5 간 laminate 삽입재의 역할 분석
  

 

 4. 결 론

 1) 간 삽입재 재료 특성 비교 분석 결과 하 _처짐 계에서 티타늄을 사용한 것이 무보강 실험

체에 비해 1.71배, 알루미늄을 사용한 실험체에 비해 1.39배 증가하 다. 이는 재료의 물리  특

성 차이 FRP 보강재 무게에 한 향으로 비부착 부분의 gap에 의해 기 항이 늦어진 것

으로 단된다. 

 2) 착방법에 의한 실험 결과, Anchor 로 합한 실험체의 보강효과가 무 보강 실험체에 비하여 

1.68배, FRP 본드 부착 보강재에 비하여 1.39배 증가하 으며 최종 괴의 경우, 본드 부착 실험

체의 경우, 콘크리트 박리에 의하여 최종 으로 괴가 발생하 고 앵커 부착 실험체의 경우, 부

착단부 설치부분에서 단 균열 진행 후 최종 괴가 발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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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실험체 단면도

그림 2 FRP로 보강된 휨 실험체

그림 3 B_FRP 휨 시험  균열 패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