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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요약 >> FRP Sheet와 비좌굴가새를 적용한 보-기둥 접합부의 보강효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보-기둥 접합부 실험체에 축력 및 

반복 횡가력을 가하여 실험을 수행하였다. 동일한 크기의 6개의 실험체를 제작하였으며 FRP Sheet의 종류 및 비좌굴 가새의 유무를 변수

로 하였다. 실험체의 파괴양상 및 최대하중, 연성지수, 에너지소산능력의 측면에서 실험결과를 분석하였다. 실험결과 CFRP Sheet와 비좌

굴가새를 혼용한 보강방법이 가장 우수한 성능을 나타냈다.

주요어 보-기둥 접합부, 비좌굴 가새, 탄소섬유시트, 아라미드섬유시트

ABSTRACT >> The strengthening effect of CFRP sheet and AFRP sheet with buckling-restrained brace for Beam-Column joints 
under constant axial and cyclic lateral loading is evaluated experimentally in this paper. Six test specimens were constructed. The 
main test parameters included the FRP Sheet and Buckling-restrained braces. The results of the tests were analyzed by focusing 
on their mode of failure, maximum load, ductility indexes, and energy dissipation capacity. Test results indicated that CFRP Sheet 
with the buckling-restrained brace system significantly increased the strength and stiffness of the specimen and that it was the most 
adequate retrofitting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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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지진이 발생할 경우 구조물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은 보-
기둥 접합부와 기둥이며 이는 구조물을 지탱하는 가장 중요

한 역할을 하므로 이 부분의 손상은 건물 전체의 연쇄붕괴

와 같은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특히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않은 기존 저층 구조물 및 기존 구조물에서 이미 

손상을 입었거나 손상이 예상되는 보-기둥 접합부에 대하여

이에 따른 보강이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보강

법이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 이 중 비좌굴 가새를 이용한 방

법은 강성 및 에너지소산능력의 증가에 있어 매우 효과적인 

방법으로 알려져있어 많은 연구자들이 비좌굴 가새의 거동 

및 형상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1),(2) FRP Sheet를 콘

크리트 기둥에 감아 보강하는 방법 또한 토목 및 건축분야

에서 널리 적용되고 있는 보강법 중 하나이다. FRP Sheet의 

보강은 콘크리트를 구속시킴으로써 강도와 연성에 상당한 

기여를 하여 휨 파괴가 일어나기 전 전단 파괴의 발생을 상

당 부분을 막을 수 있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교각 등 철근콘

크리트 기둥에 FRP Sheet를 감아 보강하는 방법은 매우 효

과적인 것으로 입증되어 이에 대해 많은 모델을 제안하는 

연구가 이루어져왔다.(3-5) 
본 연구에서는  강성 및 에너지소

산능력의 증가에 기여하는 비좌굴 가새와 콘크리트 구속을 

통한 전단파괴 감소에 기여하는 FRP Sheet를 혼용한 보강

법의 횡력 저항 성능의 기여도를 평가하고자 하였다. 기둥

부의 FRP Sheet 보강 및 보-기둥 접합부에 비좌굴 가새를 

보강한 실험체에 대하여 반복 횡가력 실험을 수행하여 유효

강성, 에너지소산능력, 연성지수 등의 측면에서 비교 및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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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실험체 종류와 변수

실험체명 FRP Sheet 종류 비좌굴 가새 보강 유무

Proto - -

N-BRB - Y

CFS-N CFRP sheet Y

CFS-BRB CFRP sheet N

AFS-N AFRP sheet Y

AFS-BRB AFRP sheet N

(a) 배근도 정면

(b) 보 배근도 평면

 

(c)　평면도

<그림 1> 실험체의 단면도 및 배근도

(a) Section and Welding plate

(b) Front View

(c) Top View

<그림 2> 비좌굴 가새 설계 도면

석함으로써 기둥 및 보-기둥 접합부 실험체의 거동 평가 및 

횡력 저항 성능의 향상 정도를 평가하였다. 이를 통하여 

FRP Sheet와 비좌굴 가새를 혼용한 보강법의 실용성을 확

인하고자 하였으며 향후 FRP Sheet와 비좌굴 가새를 적용

한 보강 설계에 있어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실험 계획

2.1 실험체 설계

실험변수는 선행연구
(6)
를 더 확장시켜 비좌굴 가새의 유

무 및 FRP Sheet의 종류에 따른 횡력저항 성능의 향상정도

를 평가하고자 하였으며 그에 따른 변수는 표 1과 같다. 크

기와 형상이 동일한 6개의 보-기둥 접합부 실험체를 제작하

였으며 표본조사를 통하여 필로티 건축물 보-기둥 실험체의 

크기를 선정하였다. 실험체는 400mm × 350mm × 2,700mm

의 보와 300mm × 400mm × 1,500mm의 기둥으로 연결된 

보-기둥 접합부의 형상이며 그림 1과 같다. 

2.2 사용 재료의 특성

실험체는 설계기준강도 25MPa의 콘크리트를 사용하였

다. Ø150mm × 300mm의 공시체를 제작하여 콘크리트의 

압축강도실험을 수행하였으며 28일 기준으로 24MPa의 압

축강도를 확인하였다. 주철근은 SD400의 D19 이형철근을 

사용하였으며 D10 이형철근을 띠철근으로 사용하였다. 또

한 실험체의 변수에 따라 CFRP Sheet와 AFRP Sheet를 기

둥의 길이방향으로 좌우 60°씩 2장을 wrapping 공법으로 

보강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비좌굴 가새는 그림 2와 같으며 SS400의 

재료를 사용하여 12mm × 35mm 크기의 중심코어 양면에 

‘ㄷ'형 채널 2개를 부착하는 형태로 제작하였다. 비좌굴 가

새의 성능을 극대화하기위해 코어와 ‘ㄷ’형 채널 사이에 윤

활유를 도포한 고무 시트를 부착하였으며 하중 가력 시 코

어 철물과 채널이 별도로 거동하도록 설계되었으며 본 연구

에서 적용한 비좌굴 가새는 기존 연구를 통해 그 성능이 검

증되었다.(7) 비좌굴 가새는 총 6개를 제작하여 변수에 따라 

실험체의 기둥 양쪽에 설치하였고 최소 10cm 이상의 삽입

길이를 가지는 24개의 앵커를 이용하여 실험체에 부착하였

다. 실험체의 형상은 그림 3과 같으며 사용한 재료 물성치는 

표 2, 표 3, 표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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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가력패턴

<그림 5> 실험체 세팅 

<그림 3> FRP Sheet와 BRB가 모두 적용된 실험체

<표 2> 콘크리트 배합비

굵은골재

(mm)
슬럼프

(mm)
공칭강도

(MPa)
시멘트

종류

25 120 25 보통

<표 3> 비좌굴 가새 상세

가새 실험체

(mm)

중심

코어

(mm)

외부

보강재

(mm)

단부

(mm)
외부 보강재 

접합 방법

C35R75 35×12 ㄷ75×40 75×16

8개의 

플레이트 용접

용접 간격 : 
100mm

<표 4> FRP sheet의 특성

탄성계수

(MPa)
인장강도

(MPa)
두께

(mm)

CFRP Sheet 2.35⨯105 3,550 0.167

AFRP Sheet 1.2⨯105 2,880 0.194

2.3 가력 및 계측 계획

기둥은 축 하중과 수평 하중을 동시에 받는 부재이기 때

문에 실험 시, 축 하중과 횡 하중을 동시에 가력하였다. 축 

하중은 500kN 용량의 정적 가력기를 이용하여 400kN 크기

의 지속하중으로 재하하였다. 횡 하중은 1,000kN 용량의 

동적 Actuator를 이용하여 변위제어의 방법으로 초당 2mm

의 속도로 반복 횡 하중을 가하였으며 48mm, 72mm, 

108mm, 125mm의 비교구간을 적용하여 각 변수에 따른 실

험체의 강도와 강성의 변화를 비교하였다. 가력패턴은 그림 

4와 같이 각 변위별로 3 cycle로 이루어져있으며 각 변위에

서 하중변화 및 강도 감소가 최대하중의 60% 이하로 저하

될 때 실험을 종료하였다. 실험체의 변위측정을 위하여 

300mm 길이의 변위계(Linear Variable Differential Transducer)

를 설치하였으며 로드셀(Load cell)을 이용하여 하중을 계

측하였다. 실험체의 세팅 형상은 그림 5와 같다. 

3. 실험결과 및 분석

3.1 실험체의 거동

기준 실험체인 Proto 실험체의 경우 기둥과 보에서 모두 

균열이 발생하였다. 기둥 하부의 양 측면에서 초기 균열이 

발생하였으며 보-기둥 접합부에서 균열 증가에 따른 콘크리

트의 박리로 인하여 기둥의 철근이 노출되었다. 또한 강도

와 강성, 에너지 소산능력의 측면에서 실험체 중 가장 작은 

값이 측정되었다. 

비좌굴 가새 만으로 보강된 N-BRB 실험체는 모든 실험

체 중 가장 취성적인 파괴를 보였다. 비좌굴 가새의 영향으

로 기준 실험체에 비해 높은 강도와 강성을 나타냈지만 최

대하중 이후, 72mm 두 번째 사이클 진행 중에 비좌굴 가새

와 기둥의 연결부분의 균열에 의한 콘크리트의 박리가 발생

하였으며 이후 급격한 하중의 저하가 나타났다.

CFRP Sheet와 AFRP Sheet로 보강된 CFS-N 실험체와 

AFS-N 실험체는 유사한 파괴양상을 보여 FRP Sheet의 재

료 특성에 따른 거동의 차이는 확인할 수 없었다. 두 실험체 

모두 기둥 하부의 보-기둥 접합부에서 초기 균열이 발생하

였으며 이후 균열이 증가함에 따라 하중이 저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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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roto (b) N-BRB

(c) CFS-N (d) CFS-BRB

(e) AFS-N (f) AFS-BRB

<그림 6> 최종 파괴된 실험체 형상

(a) Proto

(b) N-BRB

(c) CFS-N

(d) CFS-BRB

(e) AFS-N

(f) AFS-BRB

<그림 7> 실험체의 하중-변위 이력곡선

CFS-N 실험체와 AFS-N 실험체 모두 FRP Sheet의 구속효

과에 의하여 기준 실험체에 비하여 기둥에서의 균열발생에 

따른 콘크리트 박리 및 파괴는 나타나지 않았다.

FRP Sheet와 비좌굴 가새를 함께 보강한 CFS-BRB 실

험체와 AFS-BRB 실험체는 모두 비좌굴 가새와 기둥의 연

결부분에서 파괴가 발생하였다. 비좌굴 가새와 기둥 연결부

의 불규칙적인 균열과 함께 FRP Sheet의 파단이 발생하였

으며 실험체와 비좌굴 가새의 부착을 위해 삽입된 앵커의 

뽑힘 현상이 발생하였다. 두 실험체 모두 보-기둥의 접합부

에서는 균열 및 파괴는 관찰되지 않았다. 각 변수에 따른 실

험체의 파괴 양상은 그림 6과 같다. 

3.2 하중-변위 이력곡선

실험체의 하중-변위 이력곡선과 포락선은 그림 7, 그림 8

과 같으며 FRP Sheet와 비좌굴 가새가 모두 적용되었을 때 

실험체의 강도와 강성이 현저하게 증대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Proto 실험체는 67.20kN의 최대하중을 나타내며 

모든 실험체 중에서 가장 작은 값을 나타냈다. CFS-N 실험

체와 AFS-N 실험체는 Proto 실험체와 유사한 그래프의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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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포락곡선 비교

<표 5> 실험체에 따른 최대하중 비교

실험체명
최대하중

(kN)

125mm에서의 

최대하중

(kN)
Ratio*

Proto 67.20 32.0 1.00 
N-BRB 126.96 - 1.85 
CFS-N 74.17 40.0 1.08 

CFS-BRB 131.56 100.2 1.92 
AFS-N 73.15 49.4 1.09 

AFS-BRB 133.15 69.0 1.98 
Ratio* : 기준실험체의 하중에 대한 하중 비 

<표 6> 초기강성과 극한강성

실험체명
초기강성

(kN/mm) Ratio* 극한강성

(kN/mm) Ratio**

Proto 5.38 1.00 1.44 1.00 

N-BRB 9.53 1.77 3.99 2.78 

CFS-N 7.02 1.30 1.80 1.25 

CFS-BRB 8.37 1.56 2.94 2.05 

AFS-N 5.91 1.10 1.64 1.14 

AFS-BRB 8.92 1.66 2.84 1.98 
Ratio* : Proto 실험체의 초기강성에 대한 강성 비 

Ratio** : Proto 실험체의 극한강성에 대한 강성 비 

<그림 9> 유효강성 산출

태를 보였으며 최대 하중 이후 완만한 하중의 감소를 나타

냈다. 

N-BRB 실험체는 126.96kN의 최대하중을 나타내며 Proto 

실험체보다 약 85% 증가한 값을 나타냈다. 하지만 기둥과 

비좌굴 가새의 연결부에서 콘크리트의 파괴가 발생하였으

며, 이후 급격한 하중의 감소를 보였다.

FRP Sheet와 비좌굴 가새를 모두 보강한 CFS-BRB 실

험체와 AFS-BRB 실험체에서는 Proto 실험체와 FRP Sheet

만 보강한 실험체에 비하여 그래프의 기울기 즉, 강성의 증

가가 확연하게 나타났다. 또한 Proto 실험체에 비하여 

CFS-BRB 실험체와 AFS-BRB 실험체가 각각 92%, 98% 

증가한 최대하중을 보였다. 각 실험체에 따른 최대하중의 

비교는 표 5와 같다. 

3.3 강성

초기강성은 하중-변위 이력곡선의 초기 기울기로 정의하

며 극한강성은 최대하중에서의 하중과 변위의 기울기로 정

의한다. 표 6과 같이 기준실험체에 대한 초기강성과 극한강

성의 비는 N-BRB 실험체가 1.77과 2.78로 가장 크게 나타

났으며 AFS-N 실험체는 1.10과 1.14로 가장 작게 나타났

다. CFS-BRB 실험체와 AFS-BRB 실험체는 초기강성과 

극한강성에서 모두 높은 값을 나타냈으며 이를 통하여 FPR 

Sheet와 비좌굴 가새를 모두 보강하는 방법이 콘크리트를 

구속시키는 동시에 전단 및 휨 파괴를 지연시킬 수 있는 가

장 효과적인 방법임을 확인하였다. 

유효강성은 그림 9와 같이 각 사이클의 양의 방향 최대하

중과 변위 지점, 음의 방향의 최대하중과 변위 지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로 정의하며 식 (1)을 통해 산정할 수 있다.(8) 


 (1)

P+ : 양의 방향 최대하중 P- : 음의 방향 최대하중

D+ : 양의 방향 최대변위 D- : 음의 방향 최대변위

그림 10과 같이 48mm에서의 유효강성은 AFS-BRB 실

험체가 2.73으로 가장 큰 값을 보였으며 CFS-BRB, N-BRB

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하여 FRP Sheet를 보강하는 방

법과 비교하여 비좌굴 가새를 적용하는 것이 강성 증가에 

더 크게 기여함을 확인하였다. 

초기강성, 극한강성, 유효강성을 비교한 결과, 보강 방법

에 따라 기준실험체에 비하여 강성의 증가율에 차이가 있었

으나 FRP Sheet와 비좌굴 가새를 모두 보강하였을 때 뛰어

난 강성 증가의 효과를 나타냈으며, AFRP Sheet와 비좌굴 

가새를 보강하는 방법에서 가장 우수한 효과를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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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유효강성 비교

<표 7> 각 변위에 따른 유효강성

실험체명　 변 위(mm)

48 72 108 125

Proto 1.54 0.94 0.52 0.32 

N-BRB 2.62 1.76 - -　
CFS-N 2.23 1.29 0.75 0.51 

CFS-BRB 2.55 1.62 1.00 0.72 

AFS-N 1.56 0.92 0.58 0.43 

AFS-BRB 2.73 1.76 0.98 0.62 

<그림 11> 누적 에너지 소산능력 비교 

<표 8> 각 변위에 따른 누적 에너지 소산량                (kN․mm)

실험체명
변 위(mm)

30 48 72 108 125 Ratio*

Proto 3211 5698 9376 13740 15449 100 

N-BRB 6335 11141 15395 - - 100 

CFS-N 3410 5496 10091 15056 17080 111 

CFS-BRB 5161 10570 18066 28584 32802 212 

AFS-N 3086 5802 10405 15646 17781 115 

AFS-BRB 6310 11044 18259 27185 30835 200 
Ratio* : Proto 실험체의 누적 에너지 소산량에 대한 에너지 소

        산량 비 

3.4 에너지 소산능력

에너지 소산량은 하중-변위 이력곡선의 내부면적으로 정

의되며 누적 에너지 소산량은 이력곡선 각 사이클 내부면적

의 합으로 계산된다. 에너지 소산능력은 각 첫 번째 사이클

의 에너지 소산량을 기준으로 최대하중의 60%까지 저하된 

내력 사이클의 누적 에너지 소산량으로 평가하였다. 그림 

11은 변위에 따른 실험체의 누적 에너지 소산능력을 나타낸 

것으로 해당 변위에서 이력곡선 각 사이클 내부면적의 합을 

그래프로 표현하였다. 비좌굴 가새의 유무에 따라 실험체의 

누적 에너지 소산능력은 다른 양상을 나타냈다. Proto 실험

체는 실험체 중 가장 작은 에너지 소산능력을 나타냈으며 

AFS-N 실험체와 CFS-N 실험체는 이보다 11%와 15% 증

가한 값을 나타냈다. N-BRB 실험체는 초기에 CFS-BRB 

실험체, AFS-BRB 실험체와 유사한 에너지 소산능력을 나

타냈으나 72mm 두 번째 사이클에서 기둥과 비좌굴 가새 

연결부의 파단에 의하여 실험을 중지한 결과, 최종 에너지 

소산능력은 Proto 실험체와 동일하였다. FRP Sheet와 비좌

굴 가새를 함께 보강한 CFS-BRB 실험체와 AFS-BRB 실

험체는 비좌굴 가새로 인한 에너지 소산능력의 향상과 FRP 

Sheet의 기둥 구속효과로 인하여 Proto 실험체보다 두 배 

이상 우수한 에너지 소산능력을 나타냈으며 CFS-BRB 실

험체는 Proto 실험체보다 112% 증가한 값을 나타내며 에너

지 소산능력이 가장 우수한 것을 확인하였다. 각 변위에 따

른 각 실험체의 누적 에너지 소산량은 표 8과 같다. 

3.5 연성지수

연성은 재료와 단면, 부재의 성질에 따라 구조물이 비탄

성 변형에 저항하는 성질을 나타내는 것이다. 연성지수

(Ductility Index)는 이러한 연성을 나타내는 지표로써, 최

대하중 이후 실험체의 연성거동을 평가하기 위해 사용하며 

식 (2)와 같이 표현된다.(9) 




     (2)

여기에서 δmax_0.8는 최대 하중 이후 하중이 최대하중의 80%

까지 저하된 시점의 변위이며 δy는 실험체가 항복 했을 때

의 변위이다. 그러나 하중-변위 관계에서 정확한 항복변위

를 산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그림 12와 같이 

Sheikh 등이 제안한 방법을 사용하였다.(10) Sheikh 등은 초

기강성을 유지하며 최대하중에 도달하였을 때의 변위를 항

복변위로 정의하였고 최대하중을 지나 하중이 최대하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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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연성지수 산출

<그림 13> 연성지수 비교

<표 9> 연성지수

　
항복변위

Δyield
(mm)

극한변위

Δult(mm)
연성지수

Δult/Δyield Ratio*

Proto 13.88 86.20 6.21 1.00 

N-BRB 12.89 53.10 4.12 0.66 

CFS-N 10.86 79.12 7.29 1.17 

CFS-BRB 14.38 113.32  7.88 1.27 

AFS-N 12.60 108.50 8.61 1.39 

AFS-BRB 14.62 97.30 6.66 1.07 
Ratio* : Proto 실험체의 연성지수에 대한 비 

80%에 도달하였을 때의 변위를 극한변위로 정의하였다. 따

라서 연성지수 D는 각 실험체에서 최대하중 이후 하중이 최

대하중의 80%까지 저하된 시점의 변위에 대한 항복하중의 

변위 비를 나타낸다. 

각 실험체의 연성지수를 비교하면 그림 13과 같다. 비좌

굴 가새만으로 보강된 N-BRB 실험체를 제외한 5개의 실험

체가 모두 기준실험체보다 우수한 연성지수를 나타냈다. 

N-BRB 실험체의 경우, 최대하중 이후 단주효과에 의한 기

둥의 전단파괴가 발생하여 급격하게 하중이 감소하였으며 

이에 따라 기준실험체보다 약 34% 감소된 4.12의 연성지수

를 나타내었다. FRP Sheet로 보강된 실험체는 FRP의 종류

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였다. 

CFS-N 실험체는 7.29의 연성지수를 나타내었으며 CFS-BRB 

실험체는 7.88의 연성지수를 나타내며 기준 실험체보다 약 

27% 향상된 연성능력을 확인하였다. 또한 AFRP Sheet의 

경우 비좌굴 가새를 보강하지 않은 AFS-N 실험체와 AFRP 

Sheet와 비좌굴 가새를 모두 보강한 AFS-BRB 실험체가 

각각 1.39, 1.07의 연성지수를 나타내었다. 

비좌굴 가새만을 보강할 경우 단주효과에 의하여 기둥의 

연성이 저하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FRP Sheet와 비좌굴 

가새를 함께 보강할 경우 더 우수한 연성능력을 발휘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각 실험체의 연성지수는 표 9와 같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FRP Sheet 및 비좌굴 가새를 보강한 보-

기둥 접합부 실험체에 대하여 반복 횡가력 실험을 수행함으

로써 기둥 및 보-기둥 접합부 실험체의 거동 및 횡력 저항 

성능의 향상 정도를 평가하고자 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결론

을 도출하였다. 

1. FRP Sheet만을 보강하였을 경우, 최대하중 및 유효강성

의 측면에서 AFRP Sheet 보다 CFRP Sheet의 보강 효

과가 더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CFRP Sheet의 

높은 탄성계수와 인장강도로 인하여 기둥의 구속효과가 

더 뛰어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2. FRP Sheet만을 보강한 경우보다 비좌굴 가새를 보강한 

경우 최대하중의 증가가 더 크게 나타났으며 FRP Sheet

와 비좌굴 가새를 혼용하였을 때 더 큰 하중 증가의 효과

를발휘하였다. 이는 FRP Sheet의 기둥 구속 효과와 비좌

굴 가새에 의한 에너지 소산 능력의 향상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3. 비좌굴 가새만을 보강한 실험체 보다 FRP Sheet를 함께 

보강한 실험체에서 더 큰 연성지수 및 에너지소산량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아 비좌굴 가새만을 보강하는 방법보

다 FRP Sheet를 혼용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보강방법이

라 판단된다.

4. AFRP Sheet와 비좌굴 가새 혼용한 AFS-BRB 실험체가 

최대하중과 초기강성 측면에서 다소 우수한 성능을 나타

냈으며 유효강성, 에너지 소산능력 및 연성의 측면을 고

려하였을 경우 CFRP Sheet와 비좌굴 가새를 혼용한 

CFS-BRB 실험체가 더 우수한 성능을 보였다. 그러나 

보-기둥 접합부의 횡력저항 성능 향상이라는 측면에서 

CFRP Sheet와 비좌굴 가새를 혼용하는 보강방법이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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