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364 －

1)

* 1 수 2009년 4월 24일, 채택 2009년 6월 12일

*
2

강원 학교 산림환경과학 학 임산공학과. Department of Wood Science & Engineering, College of Forest & 

Environmental Sciences, Kangwon National University Chunchon 200-701, Korea

* 3 (주)신성소재. Shinsung basic materials 149-5 Yongwol-ri, Samjuk-myeon, Anseong-si, Gyeonggi-do 456-883, Korea

† 주 자(corresponding author) : 홍순일(e-mail: hongsi@kangwon.ac.kr)

목재공학 37(4) : 364∼371, 2009
M okchae K onghak 37(4) : 364∼371, 2009

산비닐수지계 착제를 사용한 탄소섬유강화 라스틱 

복합집성재의 휨 성능*1

박  철*2⋅신 윤 종*3⋅홍 순 일*2†

Bending Performance of Glulam Beams Reinforced with 
Carbon Fiber-Reinforced Plastics Bonded with Polyvinyl 

Acetate-Based Adhesive*1

Jun-Chul Park*2⋅Yoon-Jong Shin*3⋅Soon-Il Hong*2†

요  약

  

  본 연구에서는 체 비 0.7%, 2.1%의 탄소섬유강화 라스틱 강화 낙엽송 집성재 보를 제작하여 휨강도 성능

을 평가하 다. 휨강도 시험 결과 복합집성재의 괴형상은 인장응력부 최하층에서 1차 괴가 일어났지만 탄소

섬유 보강층 상층부는 괴되지 않았다. 인장응력부 에서 1차 괴가 일어난 후에도 보강층 상층부는 강도를 

유지하고 있어 계속 하 이 증가하면 보강층 상층부에서 2차 괴가 일어났다. 탄소섬유강화 라스틱 복합집성

재의 휨강도는 체 비 0.7%를 보강한 집성재의 경우 조군 집성재(control 재)에 비해 1차 괴시 휨강도는 

28% 향상되었다. 보강층 상층까지 완 한 괴가 일어났을 때의 휨강도는 55% 향상되었다. 탄소섬유강화 라

스틱을 체 비의 2.1% 보강한 경우 조군 집성재에 비해 휨강도가 77% 증가하 다. Romani가 제안한 괴 

모드를 이용하여 산출된 탄소섬유강화 라스틱 복합집성재의 측 립축과 스트 인 게이지로 측정된 실측 

립축의 높이가 1.03으로 잘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ABSTRACT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investigate the bending strength of the Larix glulam beams which
were reinforced with CFRP (Carbon fiber reinforced plastic) of which the reinforcement rati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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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re 0.7% and 2.1% by volume. In the bending test, the rupture shape of the reinforced glulam 
shows that the reinforced glulam broke firstly in the lowest bottom layer on which tension was 
loaded, but did not in the upper part reinforced with the CFRP layer. The upper part of the 
reinforced layer kept strength and did not break when the reinforced glulam broke firstly at the 
bottom part of the reinforced layer, but broke secondly as loading was increased. In the glulam 
beams reinforced with CFRP of which the reinforcement ratio was 0.7% by volume, the bending 
strength of the reinforced beams was increased by 28% at the first break. When beams broke up 
to the upper part of the reinforced layer, the bending strength of the reinforced beams was 
increased by 55%, compared to those of control glulam beams. When the glulam beams were 
reinforced with CFRP of which the reinforcement ratio was 2.1% by volume, the bending 
strength of the reinforced beams was increased by 77%, compared to those of control glulam 
beams. The ratio of the height of calculated neutral axis using failure mode recommended by 
Romani and the height of actual neutral axis using strain gauge was 1.03 and agreed well. 

Keywords : CFRP, reinforced glulam, PVAc adhesive, bending strength

1. 서  론

집성재의 보강 방법으로는 강철 이나 철근, 알루

미늄  등의 속재료를 이용한 보강법과 섬유강화

라스틱과 같은 복합재료를 이용한 보강법 등이 연

구되고 있다. 그  섬유강화 라스틱을 이용하는 

방법은 속재료에 비해 상 으로 낮은 비 의 섬

유강화 라스틱을 이용함으로써 보강재 사용에 의

한 구조재 자체의 량 증가가 은 장 이 있다. 복

합 집성재에 한 연구는 미국을 심으로 이루어져 

FRP를 이용한 집성재는 미국에서 교량 건설시 보로 

사용되고 있지만 그 종류는 한정되어 있다. 일본의 

경우 아직 속이나 FRP를 이용한 복합 집성재의 이

용보다는 강도가 다른 두 수종의 조합을 통한 이수종 

복합집성재를 개발 이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집성

재 산업도 날로 커지고 있으나 새로운 집성재에 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특히, 국내산 낙

엽송재를 이용한 집성재의 연구는 이루어졌으나 복

합집성재에 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탄소섬유는 1959년 이온으로부터 제조하는 방

법이 개발되었고 1965년 경 석유피치로부터 만드는 

방법이 개발되어 재까지 발 하 다. 탄소섬유

(CFRP)는 유리섬유(GFRP)에 비하여 약 4∼9배의 

높은 비탄성계수를 나타내고, 철강에 비하여 강도는 

약 3배에 달한다(김과 한, 2001; 이, 1989; 이 등, 

2007).

1990년  이후 집성재에 섬유강화 라스틱을 복

합하는 연구가 활발해졌다. Hernandez 등(1997)은 

로 포 러 집성재의 인장면 는 인장면과 압축면

에 유리섬유강화 라스틱으로 보강하여 강도성능을 

평가를 통하여 유리섬유강화 라스틱으로 체 비를 

3% 증가시킴으로써 강성은 18%, 강도는 26%의 증가

하 다고 보고하 다. Dagher 등(1996)은 Eastern 

hemlock 집성재 인장면에 체 비 0.3∼3.1% 보강하

여  집성재의 경우 강도는 43%, 강성은 31% 증

가하 고 고  집성재의 경우 강도는 24∼27%, 강성

은 25∼29% 증가하 다고 보고하 다. Lopez-Anido 

등(2002)은 교량 바닥용 FRP복합 집성재의 구조  

특성에 해 연구한 결과 강성, 연성, 강도는 교량 바

닥으로 사용하여도 구조 으로 문제가 없었다고 하

다. Svecova 등(2004)은 GFRP로 집성재를 보강하

여 휨강도와 단강도를 평가한 결과 GFRP로 보강

했을 때 보의 최 강도는 증가하 고 변이성은 감소

하 으며 트러스 구조나 교량에 사용될 실제 FRP 보

강재의 단력과 휨강도를 신뢰할 수 있었다고 하

다. 하지만, 국내 집성재 제작에 사용되는 국내산 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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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Illustration of glulam beams with CFRP 
laminations.

엽송을 이용한 복합집성재 연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CFRP로 보강된 국내산 낙엽송 집

성재를 제작하여 CFRP 체 비에 따른 강도 향상을 

평가하 다. 한, Romani (2001) 등이 제안한 강성 

측식을 본 연구에 용하여 측된 탄성계수와 실

측 탄성계수를 비교해 보았으며 보강된 집성재의 

립축 이동을 검토하 다.

2. 재료 및 실험방법

2.1. 공시재료

집성재 제작에는 평균함수율 10%, 비  0.6의 20 

mm (h) × 100 mm (b) × 3,600 mm (l) 국내산 낙엽

송(Larix kaempferi Carr.) 무종 합 제재 을 사용

하 다. 보강재로는 두께 0.1 cm와 0.3 cm의 탄소섬

유강화 라스틱(CFRP: Carbon fiber reinforced 

plastic) 시트를 사용하 다. 실험에 사용된 탄소섬

유강화 라스틱의 인장강도는 2,557 N/mm2, 휨강도

는 3,000 N/mm2 이었다. 

2.2. 집성재 제작

집성재의 조합은 제재 의 등 을 종진동의 고유

진동수를 이용한 비 괴 탄성계수 값에 따라 4등

으로 임의 구분하여 각 타입별 집성재의 조합이 동일

하도록 제작하 다(Fig. 1). 집성재는 두께 20 mm의 

제재 을 7층으로 층하여 100 mm (b) × 140 mm 

(h) × 1,800 mm (l) 크기로 제작하 다. 탄소섬유강

화 라스틱 복합 집성재는 인장응력을 받는 하층의 

최외곽층과 윗층 사이에 두께 1 mm와 3 mm의 탄소

섬유강화 라스틱으로 보강하 다. 탄소섬유강화

라스틱은 착성능을 높이기 하여 표면을 사포로 

센딩하 다. 집성재 제작에 사용된 착제는 산비

닐수지계 착제((주)오공, 주제: MPU-500, 경화

제: HH-50)를 사용하 다. 산비닐수지계 착제

는 수지율 48%, 도 6,300 ∼ 7,500 CPS, pH 7∼8 

이었다. 주제와 경화제를 10:1의 비율로 혼합하여 

제조하 으며 착제 도포는 양면 도포로 라미나의 

한 면 도포량을 300 g/m2로 하 다. 집성재의 제작의 

압체압력은 10 kgf/cm2를 가하 다. 집성재는 탄소

섬유강화 라스틱의 보강비에 따라 탄소섬유강화

라스틱을 보강하지 않은 낙엽송 조군 집성재

(control 재 : C-1, C-2, C-3, C-4)와 두께 1 mm의 

탄소섬유강화 라스틱으로 체 비 0.7% 보강한 

CF1 (CF1-1, CF1-2, CF1-3, CF1-4), 두께 3 mm 탄

소섬유강화 라스틱으로 체 비 2.1% 보강한 CF3 

(CF3-1, CF3-2, CF3-3, CF3-4)으로 3가지 타입으로 

제작하 다. 시험체는 각 타입별로 4개씩 총 12개를 

제작하 다.

2.3. 휨강도 시험

제작된 집성재의 강도  성능을 평가하기 하여 

KS F 3021에 따라 3등분 4  하 법으로 실험을 실

시하 다. 한, CFRP를 체 비 2.1% 보강한 집성

재 휨강도 시험 시 Fig. 2와 같이 각 층 제재 에 스

트 인게이지를 부착하여 변형률을 측정하 다.

휨강도(MOR : modulus of rupture)와 휨탄성계

수(MOE : modulus of elasticity)는 다음 식으로 산

출하 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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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1

CF1-1

CF3-1

Fig. 3. Load-deflection curves of glulams.

    

Fig. 2. Schematic diagram of strain gauges.

 


 (2)

l : 스팬 길이(mm)

b : 집성재의 폭(mm)

h : 집성재의 두께(mm)

P : 최 하

∆y : 변형량(mm)

∆P : 하 (N)

3. 결과 및 고찰

3.1. 집성재의 하중-변형 곡선

Fig. 3은 조군 집성재와 CFRP 복합집성재의 각 

타입별 형 인 하 -변형 곡선을 나타낸 것이다. 

조군 집성재 C-1의 경우 최 하 은 58.35 kN이

었고 하 이 30 kN 가해질 때 9.5 mm의 처짐을 나

타내었다. 조군 집성재의 괴형상을 보면 인장응

력이 작용하는 최하단부터 단이 시작되었고 상층

부로 계속 진행되어 집성재 모든 층이 일시 으로 

단된 것을 볼 수 있었다. CFRP를 최하단 층부에 

0.7% 보강한 CF1-1 집성재의 경우 74.60 kN에서 인

장응력이 작용하는 최하층에서 괴가 일어나며 일

시 으로 하 이 감소하 지만 CFRP 보강층 로는 

괴가 되지 않았다. 이후 계속 하 을 가한 결과 

88.22 kN에서 보강층 상층부에서 괴가 일어났다. 

CFRP를 최하단 층부에 2.1% 보강한 CF3-1 집성재

의 경우 107.07 kN에서 인장응력이 작용하는 최하층

에서 1차 괴가 일어났으며 이 후 계속 하 을 가한 

결과 107.95 kN에서 보강층 상층부에서 괴가 일어

났다. CFRP로 보강된 복합집성재의 괴형상은 인장

응력이 작용하는 인장부 최하층에서 최  괴가 일어

나지만 보강층 상층부는 괴되지 않은 부분의 강도를 

유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섬유결을 따라 진행

되는 괴를 보강층이 억제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3.2. 집성재의 CFRP 보강효과

Table 1은 탄성계수와 괴계수를 나타낸 것이다. 

조군 집성재의 평균 탄성계수 값은 7,500 N/mm2

이었다. CFRP를 집성재 체 의 0.7% 보강한 CF1 

집성재는 9,000 N/mm2이었고 CFRP를 체 비의 

2.1% 보강한 CF3 집성재는 10,600 N/mm2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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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Failure modes (Romani, 2001). 

Table 1. Results of bending strength

Specimens MOE
(×103 N/mm2)

MOR
(N/mm2)

Ratio of
strength

Control 7.6 43.62 1

GF0.7 8.3 1st 48.77 1.12

GF2.1 8.5 1st 55.87 1.28

CF0.7 9.0
1st 55.74 1.28

Global 67.43 1.55

CF2.1 10.6
1st 70.04 1.61

Global 77.07 1.77

휨강도는 조군 집성재의 경우 43.6 N/mm2 이었

다. CFRP를 최하단 층부에 0.7% 보강한 CF1 집

성재의 1차 괴시의 괴계수는 55.74 N/mm2로 

조군 집성재보다 28% 강도가 증가하 고 2차 괴

시의 괴계수는 67.43 N/mm2로 조군 집성재보다 

55% 높은 강도를 나타내었다. CFRP를 체 비 2.1% 

보강한 CF3 집성재의 1차 괴시의 괴계수는 

70.04 N/mm2로 조군 집성재보다 61% 강도가 증

가하 고 2차 괴시의 괴계수는 77.07 N/mm2로 

조군 집성재보다 77% 높은 강도를 나타내었다. 유

리섬유강화 라스틱 복합집성재의 실험결과는 박  

등(2008)의 연구를 인용하 다. 유리섬유강화 라

스틱을 체 비 0.7% 보강한 시편의 평균값은 8,258 

N/mm2, 체 비 2.1% 보강한 시편의 평균값은 8,510 

N/mm
2로 0.7% 보강한 집성재는 9% 증가, 2.1% 보

강한 집성재는 12%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었다. 

GF0.7은 48.77 N/mm2로 조군 집성재보다 12% 증

가하 고 체 비 2.1%보강한 GF2.1은 55.87 N/mm2

로 조군 집성재보다 28% 증가하 다. Hernandez 

등(1997)은 유리섬유강화 라스틱으로 3%의 부피 

증가로 강성은 18%, 강도는 26%의 증가하 다고 했

으며 Dagher 등(1996)은 0.3∼3.1% 보강하여 강도

는 24∼27%, 강성은 25∼29% 증가한다고 보고하

는데 탄소섬유강화 라스틱으로 보강을 하게 되면 더 

높은 보강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3.3. CFRP 복합 집성재의 파괴 모드를 

통한 설계 모형 분석

본 연구에 사용된 CFRP 복합 집성재의 괴 모드

를 통한 설계 모형 분석은 Romani (2001)가 제안한 

설계 모형 분석을 이용하 다. 국내산 낙엽송재를 

사용한 FRP 복합 집성재는 모든 타입에서 6가지 

괴모드(Mode a∼f)  Fig. 4의 괴모드 c와 같이 

소성 역에서 인장응력이 작용하는 하단 인장부

에서 괴되었다. 

Fig. 5는 가상의 응력과 변형률을 나타낸 것이다. 

설계 모형에 사용되는 치수 인자 α 값과 k 값은 보강

되지 않은 낙엽송 집성재 높이 h로부터 식 (3)으로 

계산하여 αi와 ki를 용하 다. h는 단면의 두께를 

나타내며 괴  h0와 같다. 높이 h는 괴 모드에 

따라 용하 다.

αi는 치수 인자 :   


(3) 

집성재 단면에서 보강되지 않은 집성재의 압축강

도와 인장강도 비율 kf 값은 식 (4)로 구하 으며 보

강된 집성재의 압축강도와 인장강도 비율 kt는 식 

(5)로 구하 다. kt 값은 보강되지 않은 집성재의 탄

성계수와 보강재의 탄성계수의 비율에서 hαc 부분의 

압축강도와 인장강도 비율 1을 빼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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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0 : 조군 집성재의 탄성계수
ft : 제재 의 인장강도
fc : 제재 의 압축강도
b : 단면 폭
h0 : 복합집성재 단면 높이
h⋅αg : 보강층 상단부 높이
h⋅αzt : 보강층부터 립축까지 거리
h⋅αRt : 보강재 두께
h⋅αpt : 보강층 하단부 높이
h⋅αNA : 립축 높이
h⋅αc : 인장강도와 압축강도가 같은 구간 높이

εt : 인장 변형률
εR,t : 보강재 하단 착면 인장 변형률
ε1,c : 최 압축응력이 작용하는 부분의 압축 변형률
ε2,c : 최상층부의 압축 변형률
σt : 집성재의 인장응력
σR,t,b : 보강재 하단 착면의 인장응력
σR,t,b : 보강재 상단 착면의 인장응력
σ1,c : 최  압축응력
σ2,c : 최상층부의 압축응력

Fig. 5. Notation and stress-strain relationship of a cross section with plastic compression area 
(Romani, 2001).

집성재의 압축강도와 인장강도의 비율 :

  





(4)

 


 (5)

괴 모드에 따른 립축과 계수는 Ehlbeck와 Col-

ling (1987)이 제안한 모드에 따른 공식을 용하여 

구하 다. Fig. 4와 같이 소성 역 인장부 에서 괴

된 괴 모드 c의 립축은 다음 식으로 산출하 다.

Mode c  　  　 ≥ :

 


 ․
   ․  ․    ․ ․ ․   ․  

 

(6)

   　․　  (7)

탄성 역 내에서의 복합 집성재 강성은 다음 식으

로 산출할 수 있다. ni는 각 제재 의 탄성계수를 나

타내며 식 (12)에 용된 nt는 보강재의 탄성계수를 

집성재의 탄성계수로 나  값을 용하 다.

   ․    ․ ․   ․ ․  (8)

 
   ․     ․ ․ 




 
 



  ․․․  
 



  ․ ․  
 



  (9)

 


3.3.1. 예측 중립축과 스트레인 게이지로 측정

된 중립축 비교

Fig. 6은 CFRP를 체 비 2.1% 보강한 집성재 휨

강도 시험 시 스트 인게이지를 부착하여 변형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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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alculated for the height of neutral 
axis

Speci
men αNA

Height (mm)
Ratio of 
height
(B/A)h

hNA (B)

Calculated
(A)

Actual
(B)

CF3 0.33 143 47.19 48.75 1.03

Fig. 6. Relationship between height and strain.

Table 3. Calculated MOE versus MOE of the 
test series

Specimens
MOE (N/mm2) Rotio of 

MOE
(A/B)Calculated

(A)
Actual

(B)

GF1 8,822 8,258 1.06

GF3 10,282 8,509 1.21

CF1 10,729 8,980 1.19

CF3 12,855 10,645 1.20

측정한 것이다. 탄성 역인 19.6 kN의 하 을 가하

을 때 집성재의 앙 높이는 71.5 mm 이지만 실제 

립축은 48.75 mm에서 형성되어 48.75 mm 상층부

는 압축응력, 48.75 mm 하층에서는 인장응력이 

작용하 다. 탄성 역에서의 괴모드 a의 립축 

산출 공식을 용하여 계산된 립축 계수 αNA는 

0.33으로 립축은 47.19 mm이다. 실제 스트 인 게

이지로 측정된 실측 립축에 한 괴모드로 산출된 

립축의 비는 1.03으로 잘 일치하 다(Table 2).

3.3.2. 파괴모드를 통한 강성 예측

Table 3은 실제 휨강도 시험을 통하여 측정된 실측 

탄성계수와 괴모드를 통한 공식에 조군 집성재

의 탄성계수를 용하여 산출된 탄성계수를 비교한 

것이다. GFRP 0.7%를 보강한 GF1의 경우 산출된 

탄성계수는 8,842 N/mm2로 실측 탄성계수 산출된 

값 8,256 N/mm2 보다 6% 정도 높았으며 체 비의 

2.1% 보강된 GF3는 약 21% 정도 높았다. CFRP를 

0.7% 보강한 CF1은 산출된 값이 실측값보다 19%, 

체 비 2.1% 보강한 CF3는 20% 높아 GF3와 비슷한 

경향을 나타내었다. 

4. 결  론

탄소섬유강화 라스틱으로 집성재를 보강하면 

조군 집성재에 비해서 체 비 0.7%를 보강한 집성재

의 경우 1차 괴 시 휨강도는 28% 높았으며 보강층 

상층까지 완 한 괴가 일어났을 때의 휨강도는 55% 

높았다. 탄소섬유강화 라스틱을 체 비의 2.1% 보강

하 을 때에는 조군 집성재에 비해 휨강도가 77% 

증가하 다. 괴형상을 보면 인장응력부 최하층에

서 1차 괴가 일어나며 일시 으로 하 이 감소하

지만 이후 다시 하 이 증가하다 완 한 괴가 일

어났다. 괴 모드를 이용하여 산출된 탄소섬유강화

라스틱 복합집성재의 측 립축과 스트 인 게

이지로 측정된 실측 립축의 높이가 1.03으로 잘 일

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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