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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resent paper represents experimental studies on the performance of concrete filled 

FRP columns. Eight scale-down specimens were conducted by quasi-static cyclic loading test. 

FRP thickness, concrete strength, horizontal rebar ratio, and diameter were selected as test 

parameters. The capacities of ductility for cyclic loading was evaluated and the damping 

ratio and failure mode from the stiffness reduction of each test specimen were compared.

요    지

본 연구에서는 장타설과 리캐스트 방식의 콘크리트 충진 FRP 교각의 성능평가 실험을 수행하

다. 8개의 축소모형 실험체에 한 정  실험을 실시하 으며, 실험변수로는 FRP 두께, 콘크리트 강

도, 횡방향 철근비, 직경을 선정하 다. 반복 횡하 에 한 연성능력을 평가하고 각 시험체의 강성 하에 

따른 감쇠비와 괴양상 등을 비교하 다. 

Keywords : Average stiffness, CFFT (Concrete Filled FRP Tube), Damping ratio, Displacement 

ductility, In-site, Precast

핵심 용어 : 평균강성, 콘크리트 충  FRP , 감쇠비, 변 연성, 장타설, 조립식

축소모형실험을 통한 콘크리트 충  FRP 합성교각의 성능 평가

Performance Evaluation of Scale-down Concrete Filled FRP Colum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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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bel
Dia.

(mm)

FRP두께

(mm)

FRP

체 비(%)

fck

(MPa)

횡방향철근

간격(mm)

횡방향철근

체 비(%)

재하축력

(kN)
Remark

FRP-1

300

2.50 3.4

40

100 1.6

570

FRP 보강량

FRP-2 1.25 1.7 FRP 보강량

FRP-3 2.50 3.4 300 0.4 횡방향철근 최소화

FRP-4 5.00 6.8

100

1.6
FRP를 주철근활용

FRP-5 2.50 3.4 Precast로 제작

RC-1
350

- -
1.0 785

기 실험체(고강도)

RC-2 - - 27 기 실험체( 강도)

RC-3 300 - - 40 1.6 570 직경축소

Table 1 Test column details and design parameters

1. 서 론

강재와 콘크리트는 경제성과 내구성이 우수하여 

재 가장 범 하게 사용되고 있는 경제 인 건설재료

이다. 그러나 콘크리트의 성화  강재의 부식 등의 

문제 이 부각되면서 이를 체할 새로운 건설구조재

료에 한 연구의 필요성이 증 되어, 1990년 부터 

복합재료에 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Priest- 

ley et al., 1995; Youm et al., 2006).

복합재료(FRP : Fiber Reinforced Plastic)를 토

목구조물에 용하기 한 연구는 철근콘크리트 구조

물의 보수․보강재로 활용한 것을 시작으로 하여, 

재는 교량 바닥 을 심으로 한 교량의 거의 모든 주 

부재에 활용하는 방안에 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교각 는 기둥에 FRP를 활용하기 시작한 것은, 

구조물의 내진성능 향상을 한 연성보강 차원에서 주

로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실제 시공사례도 매우 많다. 

FRP를 활용한 구조물 내진보강 공법은, FRP를 교각 

는 기둥의 외부에 부착하여 부착된 FRP가 횡보강

철근의 역할을 수행함으로 콘크리트의 구속효과를 향

상시키고 부재의 단강도를 높여, 부재의 연성을 향

상시키는 공법이 주로 활용되고 있다(Youm et al, 

2007; 염 수 등, 2005).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원

리를 이용하고 확장시켜 새로운 2가지 형태의 콘크리

트 충진 FRP 교각(Concrete Filled FRP Tube, 이

하 CFFT)을 개발하고자 한다. 첫 번째는 FRP를 거

푸집  횡보강 철근 용으로 한 장타설식 CFFT 

교각이며,  다른 하나는 FRP를 횡보강 철근 용으

로 사용하는 리캐스트식 CFFT 교각이다. 장타설

식 CFFT 교각은, FRP 을 먼  제작하고 이를 거

푸집과 횡보강 철근 용으로 하여 장에서 콘크리트

를 타설하여 교각을 완성하는 방법이며, 리캐스트식 

CFFT 교각은 공장에서 일정 규격의 모듈을 생산한 

후 이를 장에서 조립하는 방법이다. 두 가지 방법 

모두 심부구속압의 증가에 따른 압축강도의 향상은 물

론 거푸집을 제작하지 않고 시공함으로 공사기간을 크

게 단축시킬 수 있어, 특히 도심지 등 교통량이 많은 

구간의 공사에 있어서 사회간 경비의 큰 감효과를 

기 할 수 있다. 이를 하여 두 가지 형태의 CFFT 

교각을 축소제작한 후, 반복 횡하 에 한 연성능력

을 평가하고 각 시험체의 강성 하에 따른 감쇠비와 

괴양상 등을 비교하 다. 

2. 실험 개요

CFFT 교각은 FRP 의 구속효과로 인하여, 내부 

콘크리트가 괴된 후에도 박리에 의한 단면결손이 

 없으므로 갑작스런 내력 하는 거의 일어나지 않는

다. 다시 말하여 FRP 의 구속효과로 인하여 연성능

력과 에 지 흡수 능력이 뛰어난 내진성능을 발휘할 

수 있다.

이를 증명하기 하여 제작된 실험체의 종류  제

원은 Table 1에 요약하 다. CFFT 교각 실험체는 

모두 직경이 300mm이며, 기 의 상부 면부터 하  

재하 지 까지의 높이는 1.5m이다. FRP 의 양 끝

단은 기   두부에 일부 삽입시켜 제작하 으며, 

FRP-1 실험체 단면도  실험 경을 Fig. 1에 나타

내었다. FRP-2는 FRP-1과 모든 조건이 동일한 가

운데 FRP 두께를 반으로 으며, FRP-3은 FRP 

-1과 모든 조건이 동일하며 횡방향철근의 간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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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Details and testing view of test colum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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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Schematic test set-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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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Loading history for the cyclic load test

Thickness

(mm)

Lateral ultimate 

strength (MPa)

Lateral modulus

(GPa)

5.00 607.55 56.99

2.50 530.35 56.12

1.25 312.32 39.59

Table 2 Material properties of FRP

100mm에서 300mm간격으로 넓 서 제작하 다. 

FRP-2는 FRP보강량에 따른 비교를 한 것이며, 

FRP-3은 횡방향철근의 최소화 효과를 보기 함이

다. FRP-4는 FRP를 주철근으로 일부 활용하기 한 

실험체로 FRP 을 기  내부 600mm까지 삽입시켜 

제작하 다. FRP-5 실험체는 리캐스트 CFFT 교

각의 거동을 악하기 한 것으로, 리캐스트 단  

블록을 제작한 후 조립 시공하 다. 블록간 연결부는 

모르타르로 충 하 으며, 실험체의 제원은 FRP-1과 

동일하다. RC-1과 RC-2는 모든 조건이 동일한 가운

데 RC-2의 콘크리트 강도만 27MPa로 여 강도차

이를 비교해 보았으며, RC-3은 RC-1과 모든 조건이 

동일하며 직경만 350mm에서 300mm으로 여 직경 

축소에 따른 효과를 실험하 다. 

필라멘트 와인딩 기법으로 제작된 복합재료 은 유

리섬유와 에폭시수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FRP 의 

원주방향의 역학  성질은 Table 2에 나타내었다. 

CFFT 교각의 연결부 성능 평가를 한 정  실험

에서, 최 한 실제 하 효과를 반 할 수 있도록 일정

한 크기의 수직방향 축하 을 재하하 으며, 동시에 

수평하 을 Fig. 2와 같이 재하하 다. 

최 하  3,500kN인 가력기(Actuator)를 사용하

여 이동하 과 사하 에 해당하는 축하 을 재하하

다.이때 가력기는 실험체 상부와 일체로 거동하도록 

하 다. 수평방향 재하 장치는 최  스트로크 ±250

mm, 최 하  1,000kN을 실험체의 가력부분과 동

일한 높이로 내력벽에 설치하여 실험을 수행하 다. 

수평하  재하방식은 항복변 를 증가시키는 변 제어

방식으로 하 을 재하 하 다. 다시 말해, Fig. 3과 

같이 최외곽 철근이 항복하는 변 를 항복변 로 하

여, 항복변 만큼 증가시키며 1cycle씩 수행 후 다음 

단계를 진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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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험 결과

RC 실험체인 경우 괴 진  형태는 콘크리트 횡방향 

 사인장 균열이 발생한 후 콘크리트의 탈락이 발생하기 

시작하 다. 단면손실이 증가하면서 결국 주철근이 좌굴

하여 괴되는 형 인 휨 괴 거동을 보 다. FRP 실

험체도 동일한 휨 괴 거동을 보 으나, FRP 이 내부 

콘크리트를 구속하여 단면손실을 제어하여 주었기 때문에 

RC 실험체와 달리 하  하없이 큰 연성을 나타내었다. 

FRP 실험체의 괴 진  형태는 소성힌지 부분에서 

FRP 에폭시 수지의 횡방향 균열이 발생하기 시작하여, 

결국에는 유리섬유의 단에 이르게 된다. 실험체별로 실

험 진행시 상을 살펴보면, FRP-1 실험체는 변  

+47.2mm(하  86kN)에 기  상부에서 14cm 높이에 

첫 횡방향 균열(에폭시 수지 균열)이 발생했고 결국 변  

+94.4mm때 압축 측에서 FRP 이 일부 단하는 양

상을 보 다. 실험 종료 후 기둥 하부에 단 된 FRP 

을 제거한 후 내부를 찰한 결과, 내부 구속된 콘크리트

는 주철근이 보일 정도로 콘크리트가 괴되어 있었다.

FRP-2 실험체는 변  +35.4mm에 기  상부에서 

25cm 높이에 횡방향 균열(에폭시 수지 균열)이 발생

하기 시작하여, 특이사항 없이 계속 균열이 진 되었

다. 결국 변  +165.2mm에 FRP가 일부 단하여 

변  +188.8mm에서 실험을 종료하 다. 

FRP-3 실험체는 소성힌지부분에서 실험 기에 균

열이 시작되어, 변  +118.0mm에 기  상부에서 

2cm 높이에서 FRP 이 일부 괴되었으며, 변  

+188.9mm때 하단 FRP가 단하여 변  -224.2mm

에서 실험을 종료하 다.

FRP-4 실험체는 변  +11.8mm(40kN)에 최하

단 블록의 하면 모르타르 층에 휨 균열이 발생하는 것

을 시작으로 실험이 진행됨에 따라 교각 하단의 두 번

째～네 번째 블록까지 균열이 진 되었다. 변  +35.4 

mm에서 최하단 블록의 하단(기 -교각 압축측 연결

부)에서 수직균열이 진 되었고, 하단 두 번째 블록 

상단까지 수직균열이 발생하 다. 변  -47.2mm에서 

교각 하단 첫 번째 블록 상/하단부 수직균열이 앙부

까지 진 되다가 결국 변  +59.0mm에서 블록 하단

부에서 압축 괴가 진 되었다. 

FRP-5 실험체는 기 단계에서는 블록간 균열이 

육안으로 찰되지 않았으나, 변  +23.6mm에서 

1～2블록 사이에 균열이 찰되었고 하부 모르타르가 

일부 압괴되었다. 변  -35.4mm 단계에서 블록과 블

록간의 경계부분에 균열이 육안으로 찰되었으며, 변

 +70.8mm에서 기 와 첫 번째 블록 경계부분과 

첫 번째 블록과 두 번째 블록 간의 경계부분에서 최  

5mm정도의 균열이 찰되었다. 결국 기  상부에서

부터 225mm 높이 지 의 FRP가 터지는 상이 나

타났으며, 이후 실험을 종료하 다.

RC-1 실험체는 변  +8.8mm(하  45kN)에서 

기  상부에서 17cm 높이의 치에 횡방향 균열이 

발생하는 것을 시작으로 계속 균열이 진 되었으며, 

변  +26.4mm에 기둥 측면에서 사인장 균열이 보

다. 사인장 균열은 계속 진행되어 교각을 통하는 균

열로 진 되었고, 변  -35.2mm에서 압축 측면 콘크

리트의 일부가 탈락되었다. 압축 괴가 계속 진 되어, 

변  +88.0mm에서 압축철근의 좌굴이 육안으로 확

인될 정도로 괴가 일어나 실험을 종료하 다.

RC-2 실험체는 휨 균열부터 사인장 균열까지 계속 

균열이 발생하여 진 되었으며, 변  +35.2mm에서 

높이 10cm, 폭 20cm 이상의 압축 측 콘크리트의 탈

락 조짐이 보 다. 압축 측 균열은 계속 발생하여 변

 +44.0mm에서 약 20cm
2 면 의 압축 측 표면 

콘크리트가 탈락 되었다. 압축 균열이 진 되어 변  

+52.8mm에서 콘크리트의 탈락 부분이 확 되었으

며, 결국 변  +79.2mm일 때 25cm 높이의 치에

서 철근의 좌굴이 육안으로 찰되었다. 이후 하 은 

격하게 감소하여 실험을 종료하 다.

RC-3 실험체는 변  +8.8mm에서 하단에서 220 

mm, 430mm 치에 횡방향균열이 발생하기 시작하

으며, 실험이 진행되면서 여러 지 에서 균열이 진

행되었다. 변  +26.4mm에서 사인장 균열과 압축균

열이 보 으며, -25.4mm 변 에서는 균열이 통되

었다. 변  -61.6mm에서는 150mm, 250mm 높이

의 주철근에서 좌굴이 육안으로 확인되었다.  

각 실험체의 최종 괴 양상을 Fig. 4에 정리하 다. 

한 실험결과로부터 정리한 실험체별 하 -변 곡선

을 Fig. 5～12에 정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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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P-1 FRP-2 FRP-3 FRP-4

FRP-5 RC-1 RC-2 RC-3

Fig. 4 Failure modes of test colum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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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Hysteretic response of FR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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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Hysteretic response of FR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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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Hysteretic response of FR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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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Hysteretic response of FRP-5

-300 -250 -200 -150 -100 -50 0 50 100 150 200 250 300
-150

-100

-50

0

50

100

150
-20 -15 -10 -5 0 5 10 15 20 

La
te

ra
l F

or
ce

 (k
N

)

Displacement (mm)

 Drift Ratio, Δ/L (%)

Fig. 11 Hysteretic response of RC-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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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Hysteretic response of FRP-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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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Hysteretic response of RC-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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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Hysteretic response of RC-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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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3 Determination of the virtual yielding point

Label
최 하

(kN)

항복변

(mm)

괴하

(kN)

괴변

(mm)

변

연성

FRP-1 100.3 27.05 80.2 203.82 7.53

FRP-2 88.02 18.48 70.42 182.69 9.89

FRP-3 97.38 16.72 77.90 216.22 12.93

FRP-4 91.71 20.23 73.37 236.26 11.80

FRP-5 108.36 24.59 86.12 291.54 11.83

RC-1 113.85 15.26 90.72 70.96 4.63

RC-2 106.35 14.48 85.08 61.36 4.24

RC-3 78.67 17.65 62.88 80.79 4.57

Table 3 Test results of all colum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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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4 Comparison of in-site and precast FRP column

4. 실험 분석  고찰

4.1 하 -변  특성  변 연성 분석

실험체의 내진성능을 평가하기 하여 하 -변  특

성  변 연성(displacement ductility)를 평가하

다. 변 연성은 실험체의 괴시 변 를 항복변 로 

나  값으로, 내하력의 하 없이 비탄성 변형에 항

하는 연성을 의미한다. 여기서, 항복변 는 다음과 같

이 정의하 다. RC 실험체의 경우, 괴하 의 75%

에 해당하는 항복하 에서의 변 로 정의하 다. 반면

에 FRP 실험체의 경우 사용된 유리섬유가 완  탄성

거동을 하는 재료이기 때문에 항복 을 찾기 힘들고, 

Fig. 5～9의 FRP 실험체의 하 -변  거동이 탄소성

(Elasto-plastic)거동을 하는 을 고려하여 Fig. 13

과 같이 A와 B의 면 이 동일하게 되는 지 을 항복

으로 가정하여 이 때의 변 를 항복변 를 정의하

다. 한, 괴시 변 는 수평방향 최 하 의 20%가 

하되었을 때 변 로 정의하 다. 

모든 실험체는 휨 괴 거동을 나타내었으나, RC 실

험체인 경우 최 하 에 도달한 후 내하력이 격이 

감소하는 반면 FRP 실험체는 최 하 에 도달한 후

에도 내하력의 하없이 충분한 연성을 보인 후 괴

에 이르 다. 즉, FRP 실험체가 기존 RC 실험체보다 

연성  에 지 흡수능력이 탁월하다고 할 수 있다. 

Table 3에서 연성을 나타내는 지표인 변 연성도는 

RC 실험체인 경우 4.24～4.63이었으나, FRP 실험

체는 7.53～12.93으로 2～3배 정도의 연성도가 증가

함을 알 수 있었다. 

리캐스트 연결부의 성능 평가를 하여 리캐스

트 CFFT 교각인 FRP-5와 동일단면의 장타설 

CFFT 교각인 FRP-1을 Fig. 14에서 비교하 다. 실

험 결과 장타설식 실험체와 비교하여 동등이상의 내

하력  연성을 나타내었다. 이는 리캐스트 블록간 

연결부가 내하력  연성에 미치는 향이 미미하기 

때문인 것으로 단된다. 

내하력 증진 효과에 하여 살펴보면, Fig. 15에서 

동일 제원을 가진 실험체를 비교할 경우 FRP-1 실험

체는 RC 실험체인 RC-3보다 내하력이 27.2%나 증

진되었다. RC-1과 RC-2 실험체는 다른 실험체보다 

최  내하력이 크게 나타났으나, 이는 단면 이 타 실

험체 비 36% 크게 제작되어 나타난 결과이다. Fig. 

16에서 FRP 실험체의 최  내하력을 비교하면,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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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6 Comparison of FRP thickness and horizontal rebar ra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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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5 Comparison of RC-3 and FRP-1

체 FRP-2, FRP-3 그리고 FRP-1 순으로 증가하

다. 이러한 상은 FRP 의 두께 증가  횡방향 철

근의 배근에 따라 횡구속 효과에 의한 것이다. 

FRP를 주철근 용으로 활용하기 하여 수직방향

으로 섬유를 배열하고 FRP를 기  내부에 삽입한 

FRP-4 실험체는 횡구속 효과만을 보기 한 다른 실

험체와 비교하여 내하력 증진효과가 미미하 다. 이는 

FRP의 탄성계수가 콘크리트와 유사하여 체 인 강

성 증가가 없었기 때문이며, FRP를 주철근 용으로 

활용하기 해서는 보다 큰 강성의 FRP를 활용해야 

할 것으로 단된다. 

4.2 평균 강성 하에 따른 감쇠비 특성

실험체의 강성 하와 감쇠비를 간단하게 평가하기 

하여 실험체의 하 -변 곡선을 이용하 다.실제 구

조물은 반복 횡하 에 의하여 평균강성의 하가 발생

하며 외력에 의한 에 지를 소비하면서 감쇠비가 증가하

게 되는 복합작용이 발생하게 된다(이경훈 등, 2007).

따라서 횡하 에 의하여 하되는 실험체의 강성을 

평가하기 하여 식(1)과 같이 각 사이클 당 평균최

하 을 평균최 변 로 나  값으로 정부방향에 한 

강성을 계산하고 그 평균값을 이용하여 시험체의 평균

강성을 계산하 다.

   

 
              (1)

한 실험체의 감쇠비(damping ratio)는 횡하 을 

받는 구조물에서의 감쇠에 의한 에 지 소산과 강성

하에 기인하여 발생하는 에 지 소산의 비인 식(2)를 

이용하여 구할 수 있으며, 이 계는 Fig. 17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2)

여기서, ED는 감쇠에 의한 에 지, ES0는 구조물의 

강성 하로 인한 소성변형 에 지이다. 실험체에 횡하

이 지속 으로 반복될수록 손상을 입으면서 기둥의 

평균강성이 하되고 동시에 감쇠비는 증가하게 되는

데 이는 횡하 에 의한 외부에 지가 내부 소산에 지

로 화되기 때문이다.

Fig. 18과 19는 각각 RC 실험체와 FRP 실험체의 

감쇠비를 비교한 그래 로, 40MPa의 직경 350mm 

RC-1의 감쇠비가 가장 낮았고, 강도로 제작된 

RC-2의 감쇠비가 40%를 넘어 가장 높았다. 반면에 

FRP 실험체의 경우 모든 실험체의 감쇠비가 40%를 

넘었다. Fig. 20과 21에서, RC 실험체의 경우 최종 

괴시 평균강성은 1.0 kN/mm 정도 지만, FRP 

실험체는 평균강성이 0.5 kN/mm 부근에서 괴되었

다. 이를 통해 FRP 실험체가 RC 실험체보다 높은 

에 지소산 능력과 많은 변형을 허용할 수 있음을 확

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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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7 Definition of damping ra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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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9 Comparison of damping ratio for FRP colum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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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1 Comparison of average stiffness for FRP colum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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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8 Comparison of damping ratio for RC colum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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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0 Comparison of average stiffness for RC columns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장타설과 리캐스트 방식 2가지 

형태의 콘크리트 충진 FRP 교각의 성능에 한 실험

을 수행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하 다.

1) 정  실험을 통해 얻은 하 -변 곡선에서 FRP 

실험체는 RC 실험체에 비하여 최소 2배 이상의 

연성을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하 다. 리캐스트 

실험체의 경우 장타설 실험체와 비교할 때 동등

이상의 내하력  연성을 보여 주었으며, 이는 

리캐스트 블록간 연결부가 성능에 미치는 향이 

미미한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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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모든 FRP 실험체의 감쇠비는 40%를 상회하 으

며, 평균강성도 RC 실험체보다 반 이하까지 내

려갔다. 이는 FRP로 인해 에 지소산 능력과 변

형 허용능력이 증가되었음을 보여주었다. 

3) 동일 제원을 가진 실험체를 비교할 경우 FRP-1 

실험체는 RC 실험체인 RC-3보다 내하력이 27.2%

나 증진되었다. RC-1과 RC-2 실험체는 다른 실

험체보다 최  내하력이 크게 나타났으나, 이는 단

면 이 타 실험체 비 36% 크게 제작되어 나타

난 결과이다. FRP 의 두께 증가  횡방향 철

근의 배근에 따른 횡구속 효과로 인해 내하력이 증

가 하 다. 반면에, FRP 을 주철근 용으로 

활용하기 해서는 보다 큰 강성의 FRP를 사용해

야만 내하력 증진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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