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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본 연구에서는 탄소섬유쉬트로 추가구속된 각형 CFT기둥 실험체의 단조압축실험을 수행하 고 이를 토 로 실험체의 연성능력

을 평가하 다. 실험변수는 탄소섬유쉬트 보강겹수와 폭-두께비, 갭부착유무이며 실험변수에 따라 총 9개의 실험체를 제작하여 단조압축실험

을 수행하 다. 실험을 통하여 각 실험체의 괴거동, 하 -축변  곡선, 최 내력, 변형성능을 비교한다. 탄소섬유쉬트의 추가구속은 기둥의 

국부좌굴을 지연시켰으며 갭의 부착으로 탄소섬유쉬트의 구속분담시 을 지연시켜 연성능력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ABSTRACT：This paper presents the experiment results for a CFT column confined by carbon fiber sheets(CFSs) under an 

axial load. Nine specimens were constructed and axial compression tests were conducted. The main experiment parameters 

were diameter-thickness ratio(D/t), reinforcing CFSa, and the attachment of a cushion gap between surface of steel tube and 

CFSs. The load-displacement curves of the specimens were obtained from the compression tests. Finally, it was concluded that 

the CFT column with a gap had grater ductility capacity improvement that the CFT column confined by CFSs.

핵 심 용 어：콘크리트충  강 구조, CFT, 합성기둥, 구속효과, 탄소섬유쉬트, 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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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합성부재는 두 가지 이상의 재료의 장 을 서로 응용하여 

만든 구조부재로 최든 건축물  토목구조물과 같은 구조부

재에 리 사용되고 있다. 특히 합성구조  철골-콘크리트구

조(SRC 구조)가 리 쓰이고 있는데, 이는 강 의 인장  

연성능력과 콘크리트의 압축능력의 장 을 서로 보완하여 사

용하는 구조부재이다. SRC 구조  CFT 구조부재는 강

에 콘크리트를 충 하여 만든 구조부재로 비충  강 에 비

해 향상된 변형능력을 지니고 있으며, 내부충 콘크리트는 강

의 변형모드를 변형시킴으로서 강 의 국부좌굴을 억제하

고 있다. 한 CFT 구조부재의 역학  거동 상으로 구속효

과(Confinement effect)를 들 수 있다. 구속효과란 강  안

에 구속된 콘크리트는 압축하 으로 인한 포아송효과로 인해 

반지름 방향으로 팽창하지만 강 의 횡구속 압력이 충 콘크

리트를 구속함으로써 내부 충 콘크리트의 체 팽창을 막아

주며 압축성능을 향상시키는 상을 말한다. 이러한 구속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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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인해 원형강  CFT는 내부충 콘크리트의 상승내력으로 

인해 강재와 콘크리트의 가내력 값보다 압축내력이 크게 

나타난다. 한 충 된 콘크리트로 인해 공강 보다 강 의 

국부변형을 지연시킴으로써 부재의 연성능력을 크게 향상시

키게 된다.4)

CFT 기둥의 강 이 축력과 모멘트에 의해 강 의 항복강

도를 과하게 되면, 내부충 콘크리트에 한 구속효과의 

하로 인해 부재의 내력은 격히 감소하게 된다. 특히 지진하

과 같은 수평하 을 받을 경우 모멘트 하 을 가장 많이 

받는CFT 기둥의 단부부 에 내부충 콘크리트의 압괴

(crushing)으로 인해 국부좌굴이 발생하게 된다.    

강창훈(2001)은 심축하 을 받는 각형강  CFT 기둥에 

비충  강 , 폭-두께비, 콘크리트 강도를 변수로 하여 축압

축 실험을 수행하 다. 실험결과 콘크리트로 충 된 CFT 기

둥 실험체는 최 내력은 상승하여 일반 공강 보다 내력

인 측면에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최 내력  이

후 내력이 하되며 강 에 국부좌굴이 발생하여 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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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동을 보 다. 

Sakino(1981)은 일정축력과 반복수평력을 동시에 받는 

각형 CFT기둥의 이력거동에 한 실험을 수행하 다. 실험

변수로는 축력비, 폭-두께비를 택하여 15개의 실험체를 제작

한 후 실험을 수행하 다. 실험결과 폭-두께비가 커지고 축력

비가 증가할수록 실험체의 모멘트 항능력이 하게 하

됨을 알 수 있었으며, 기둥단부부 에 내부충 콘크리트의 압

괴 상과 이로 인해 강 에 국부좌굴이 발생함을 찰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CFT기둥에 강 의 항복이후 발생하는 국부좌굴

에 한 문제 을 해결하기 한 방법들이 필요하다. 특히 최

근 강재 가격의 상승과 이로 인한 공사비 등의 원가 감을 

해 강재량의 감에 한 필요성이 증가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사회  환경 속에서 최근 얇은 강 을 사용한 CFT 기

둥에 한 필요성이 두되었다. 그러나 얇은 강 을 사용한 

CFT 기둥은 국부좌굴에 해 기존 폭-두께비 규 을 만족하

는 CFT 기둥보다 더 취약하므로 국부좌굴을 제어할 수 있는 

연구가 더욱 더 필요하다.  

기존 CFT 기둥에 한 국부좌굴 보강방법으로는 R/C 기

둥의 보강방법을 그 로 용한 철 보강방법이 있다. 기둥의 

단부 혹은 체 부 에 강 으로 보강하여 높은 단력에 

한 항능력과 연성능력을 상승시킬 수 있다. 강 의 외부보

강을 통해 콘크리트의 추가구속효과로 인한 국부좌굴제어와 

휨성능 향상을 가져올 수 있다. 그러나 기존의 강 보강방법

은 철 량의 증가로 인한 부재의 자 증가, 용  등으로 인한 

재료성질의 변화와 기후로 인한 강재의 부식으로 인한 성능

하로 인해 새로운 보강재료의 필요성이 요구되었다.

FRP는 강재가 가지고 있는 높은 인장성능과 내구성 측면에

서도 매우 우수하며 강재를 체할 구조물의 보강재료로 최근 

각 받고 있다. FRP는 강재에 비하여 높은 인장강도를 지니

고 있고, 강도 비 량비와 부식 항성이 높은 장 이 있다. 

한 장에서의 시공성이 높고 외부노출 환경 하에서 재료의 

성질이 변하지 않으면서 내구성 향상효과를 기 되어 최근 건

설 장에서 구조부재의 보강 재료로서 리 사용되고 있다.    

최근 CFT 기둥부재의 국부좌굴문제를 해결하기 하여 기

존 CFT 기둥에 탄소섬유쉬트로 상국부좌굴부에 보강한 

CFT 기둥에 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Xiao(2005)는 원

형강  CFT 기둥에 탄소섬유쉬트로 추가구속한 CCFT 

(Confined Concrete Filled Steel Tube)의 압축  휨 

성능에 한 실험  연구를 수행하 다. Xiao는 실험을 통해 

탄소섬유쉬트의 추가구속을 통해 국부좌굴을 지연시켰을 뿐

만 아니라 단조압축 실험의 경우 탄소섬유쉬트의 보강겹수에 

따라 구속효과로 인해 기존의 CFT 기둥보다 압축내력이 54 

%∼13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재우(2007, 2008)는 기존의 각형 CFT 기둥에 탄소섬

유쉬트로 추가 구속하여 압축  휨 실험을 수행하 다. 실험

결과 각형강 의 특성 때문에 구속효과로 인한 내력상승 상

은 나타나지 않았으나 국부좌굴의 지연으로 연성능력이 기존 

CFT 기둥보가 크게 향상되고 휨실험의 경우 충분한 연성능

력 확보로 내진성능은 개선되었다. 

  기존의 CFT 기둥의 보수보강 에서 살펴보면, Tao 

(2007)의 경우 기존 원형  각형 CFT 기둥의 내화실험을 

통해 기존의 화재를 입은 실험체에 보강방법  탄소섬유쉬

트보강법의 장 을 언 하 다. 한 탄소섬유쉬트의 보강효

과를 검증하고자 화재를 당한 CFT 기둥의 압축  편심축력

을 가한 실험  연구를 수행하 다. 실험결과 탄소섬유쉬트의 

보강을 통해 내력과 연성능력이 증가됨을 찰할 수 있었으

며 탄소섬유쉬트의 보강효과를 검증할 수 있었다. 

  원형강 기둥의 경우 구속효과로 인한 내부충 콘크리트의 

강도상승으로 기둥의 내력은 상승하게 된다. 탄소섬유쉬트로 

추가구속된 원형 CFT 기둥의 내력은 구속효과로 인해 기존 

CFT 기둥의 내력보다 더 향상하게 된다(Xiao 2005). 그러

나 실험결과를 살펴보면 탄소섬유쉬트의 추가구속으로 구속

효과로 인한 내력은 상승하 지만 탄소섬유쉬트의 작스런 

단(Rupture) 성질 때문에 연성능력은 기존 CFT 기둥보

다 하되는 문제 을 보이고 있다(Xiao 2005). Tao 

(2006)의 경우 FRP보강을 통해 내력 인 측면은 개선할 수 

있었지만 FRP의 취성 인 괴 상인 rupture 때문에 부재

는 작스런 괴를 일으켜 연성능력은 떨어지는 진다는 문

제 을 지 하기도 하 다. 실제 기둥부재에서는 부재의 내력

을 증가시키는 것도 요하지만 충분한 연성성능(ductility 

capacity)을 확보하는 것 한 요하기 때문에, CFT 기둥

의 FRP보강법을 용할 경우 기둥 변형성능을 증 시키고 

괴 을 지연시켜 이로 인해 충분한 연성능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압축을 받는 원

형 CFT 기둥부재의 횡변 로 인한 탄소섬유쉬트의 구속부담 

시 을 지연시키기 하여 강 과 탄소섬유쉬트 사이에 

1mm 폼-테이 를 사용하여 강 과 탄소섬유쉬트 사이에 갭

(Gap)을 부착하 다. 갭의 부착으로 인해 탄소섬유쉬트의 

단시 을 지연시키며 이로 인해 변형성능이 향상되는 CFT 

기둥의 압축거동을 악하고자 한다. 실험변수는 직경-두께비

(), 탄소섬유쉬트 보강유무  갭부착유무를 채택하여 총 

9개 실험체의 심축하  실험을 수행하 다. 기둥실험을 통

해 기존 CFT 기둥, 탄소섬유쉬트로 구속한 CFT 기둥, 갭을 

부착한 CFT 기둥의 내력성능, 역학  거동 연성능력을 악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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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론고찰

2.1 구속효과

심축하 을 받는 압축부재에서 횡방향 구속은 압축하 에 

의해 원주방향에 한 직각방향(반지름방향)으로 팽창(포아

송 효과)하여 반지름 방향으로 변형이 발생할 때 구속된 재

료에 의해 생기는 압력(구속력)에 의해 발생한다. 이로 인해 

내부충 콘크리트는 압축강도와 국변형이 활연히 증가하게 

되는데 이러한 효과를 구속효과(Confinement effect)이라 

한다.  

콘크리트가 강 에 충 된 CFT기둥에 심축하 이 가해

지면 기에는 구속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는 콘크리트와 

강 의 포아송 차이로 인해 충 콘크리트의 포아송비(

=0.17)가 강재의 포아송비(=0.27)보다 작아서 덜 팽창하

기 때문이다. 그러나 하 이 계속 재하되면 콘크리트의 횡방

향 팽창이 강 의 횡방향 팽창을 따라잡게 되어 강 에서는 

인장력이 방생하여 코어콘크리트의 팽창을 억제하는 반지름 

방향의 압력이 발생하게 된다. 이로 인해 내부충 콘크리트는 

삼축응력상태가 되며 일축응력상태의 콘크리트강도 값보다 

크게 나타나 CFT 기둥의 압축내력은 강 과 콘크리트 코어

의 강도를 각각 가한 값보다 크게 나타난다. 

그림 1은 구속압에 의한 강 의 응력상태를 나타낸 것이다. 

강 으로 구속된 CFT 기둥이 심축하 을 받은 겨우 극한

상태에서 반지름 방향으로 팽창하는 변형에 의해 생기는 응

력과 강재에 의한 구속응력은 평형상태를 이루게 되며 식 

(1)과 같은 계가 성립하게 된다.

그림 1. 구속압에 의한 강 의 응력상태

 





                                 (1)

여기서,  : 횡방향구속압 (confinement pressure)

        : 강 의 인장강도

        : 강 의 두께

        : 충 콘크리트 비 강재의 채 비

2.2 강 과 탄소섬유쉬트가 동시에 구속된 원형 CFT 기

둥의 거동

일반 으로 강 의 응력-변형률 계곡선을 살펴보면 항복

 이 까지는 응력이 선형 으로 증가하다가 항복  이후 

변형률이 증가하여도 응력이 거의 일정한 거동(Elastro- 

plastic)모델을 보이고 있다. 결국 식(1)의 횡방향 구속압은 

재하 기 단계에서는 강 의 응력이 증가하므로 구속압 한 

증가하나 항복  이후로는 강 의 구속압이 일정하게 된다. 

이러한 강 의 성질 때문에 CFT 기둥은 강 의 항복이후 구

속력이 차 으로 감소하여 압축내력은 하하게 된다. 

그러나 FRP 탄소섬유쉬트의 응력-변형률 곡선을 살펴보면 

섬유의 종류나 형태에 상 없이 선형 인 응력-변형률 계

를 갖는다(Teng, 2002). 일반 으로 강 과 탄소섬유쉬트로 

동시에 구속된 구속압은 식 (1) 항에서 탄소섬유쉬트의 항을 

첩하여 식 (2)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2)

여기서,  : 횡방향구속압 (confinement pressure)

         : 강 의 인장강도

         : 강 의 두께, FRP의 두께

         : 충 콘크리트 비 강재와 FRP의 채 비

기존의 문헌(Samaan 1998, Saffi 1999)을 살펴보면, 

FRP로 구속된 원형콘크리트 공시체의 응력-변형률 계를 보

면 2 선형(bilinear) 형태를 갖는다. 이는 2차 선형구간에

서는 FRP에 의해 구속효과가 발휘되면서(Saffi 1999) 구속

된 원형콘크리트 공시체는 FRP의 응력-변형률 계와 유사

하게 강도값이 선형 으로 증가하게 된다. 

이와 같은 원리로 탄소섬유쉬트로 구속된 원형 CFT 기둥

의 경우 하  기단계는 기존의 CFT 기둥과 유사하나, 하

이 계속 으로 재하됨에 따라 횡방향 변 율로 인해 탄소

섬유쉬트가 구속압이 받을 때부터는 식(2)의 횡방향구속력이 

탄소섬유쉬트의 응력-변형률 계 성질로 인해 계속 으로 

증가하게 될 것이다. 이로 인해 강 의 항복  이후에도 탄소

섬유쉬트의 추가구속으로 인해 콘크리트의 강도는 계속 으

로 증가하게 되고 탄소섬유쉬트로 추가 구속된 CFT 기둥의 

압축내력은 기존 CFT 기둥과는 달리 그림 2처럼 계속 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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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승하게 될 것이다. 실제로 3장에서 언 하겠지만 탄소섬유

쉬트로 추가구속된 CFT 기둥은 하 재하 기단계에서는 거

동이 유사하 으나 이후 FRP가 구속력을 받게 되어 내력은 

탄소섬유쉬트가 단 되는 시 까지 계속 으로 증가하 다.

 

그림 2. 강 과 FRP로 동시에 구속된 콘크리트의 응력-변형률 계

(정훈식 2002)

2.3 탄소섬유쉬트와 갭이 부착된 CFT 기둥의 구속메카

니즘  

 

기둥부재는 내력의 성능개선과 더불어 충분한 연성능력 

한 확보되어야 한다. 그러나 기존의 탄소섬유쉬트로 추가구속

된 원형 CFT 기둥의 경우 탄소섬유쉬트 단이후 격한 내

력 하 상으로 인해 연성능력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는다. 

따라서 강 과 탄소섬유쉬트 사이에 1mm의 폼테이 를 사용

하여 쿠션갭(Cushion gap)을 부착하여 강 과 탄소섬유쉬트

사이에 공간을 만들어 강 의 횡변 로 인한 탄소섬유쉬트의 

부담시 을 지연시킨다. 이로 인해 탄소섬유쉬트의 단시

을 지연시켜 기존의 탄소섬유쉬트로 보강한 원형 CFT기둥보

다 연성능력을 개선하고자 한다.  

이러한 메카니즘을 수식화 하여 식 (3)과 (4)에 나타내었다. 

탄소섬유쉬트만 구속된 원형 CFT 기둥과 탄소섬유쉬트와 갭

으로 동시에 구속된 원형 CFT 기둥의 각 횡방향 변 에 따른 

탄소섬유쉬트의 구속력을 나타낸 것으로 수식은 다음과 같다. 

2.1 의 식 (1)을 응용하여 탄소섬유쉬트의 구속효과에 따른 

횡방향 구속력은  


와 같이 표 할 수 있다. 이 식

에서 임의의 횡방향 변 율에 따른 탄소섬유쉬트의 인장강도 

  로 나타낼 수 있다. 결국 탄소섬유쉬트만으로 구속

된 원형 CFT 기둥의 횡방향 구속력 는 식 (3a)와 같이 

표 이 가능하다. 그러나 만약 횡방향 변 율이 탄소섬유쉬트

의 단시 변 율()를 과하게 되면 식 (3a)는 식 (3b)

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1) 탄소섬유쉬트만 추가구속된 원형 CFT 기둥

 ≤     일 때             


     (3a)  

   ≥       일 때            


     (3b)

그러나 탄소섬유쉬트 사이에 쿠션갭이 설치된 경우의 메카

니즘은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먼  횡방향 변 율이 쿠션갭

의 두께 이하 일 경우 실제로 탄소섬유쉬트의 구속효과는 

발휘되지 않으므로 탄소섬유쉬트의 구속력()은 식 (4a)와 

같이 0이 된다. 그러나 횡방향 변 율이 쿠션갭의 두께 를 

과하게 되면 1)번 항목에서 언 한 바와 마찬가지로 탄소섬

유쉬트의 구속력()는 식 (4b)와 식 (4c)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2) 탄소섬유쉬트와 쿠션갭으로 추가구속된 원형 CFT 기둥

 ≤       일 때                         (4a) 

 ≤     일 때           


      (4b)  

    ≥       일 때            


    (4c)

  여기서,  : 축하 을 받는 CFT의 횡변 율

        : 탄소섬유쉬트 단시 에서의 CFT의 횡변 율

          : 갭(gap)의 두께

         : 탄소섬유쉬트의 구속력

          : 탄소섬유쉬트의 보강두께

          : 탄소섬유쉬트의 인장강도 

         : 탄소섬유쉬트의 탄성계수

         : 탄소섬유쉬트가 보강된 CFT기둥의 직경

3. 실험계획  결과

3.1 소재시험 결과

3.1.1 강 의 인장강도 시험

 강 은 SS400을 사용하 으며, 강재의 인장강도시험은 KS 

B 0802 시험법에 의거하여 수행하 으며 시험결과는 표 1

과 같다.



탄소섬유쉬트로 보강된 콘크리트충  원형강 기둥의 연성능력

한국강구조학회 논문집 제22권 2호(통권 105호) 2010년 4월 189

표 1. 강 의 소재시험 결과 

강 두께

(mm)

 

(N/mm2)

  

(N/mm2)


(%)

연신율 

(%)

3.2 365 452 81 29

4.5 334 373 89 31

6.6 378 456 82 27

3.1.2 콘크리트의 압축강도시험

 설계강도 50MPa 콘크리트에 한 배합표와 KS F 2404

규정에 의한 28일 압축강도시험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 콘크리트 배합표  압축강도 시험결과

 설계 강도

 (MPa)

w/c

(%)

단 량 (kg/m
3) 28일

강도

(MPa)시멘트 물 모래 골재

50 30 567 170 659 659 49.9

3.1.3 탄소섬유쉬트의 기계  성질

탄소섬유쉬트의 기계  성질은 제조사인 S사에서 제공한 

결과 값을 인용하 으며 JIS R 7601시험방법에 의해 수행

된 재료물성치 값은 표 3과 같다. 탄소섬유쉬트 섬유방향은 

일방향으로 배열되었다.

 

표 3. 탄소섬유쉬트 기계  성질

섬유 량

(g/m2)

설계두께

(mm/층)

인장강도

(N/mm2)

인장탄성율

(N/mm2)

단시 신율 

(%)

200 0.111 3,500 이상 235,000 1.5

3.2 실험계획

3.2.1 실험체 제작  실험변수

실험체는 그림 3과 같이 공칭치수 직경 139.8mm, 두께 

3.2mm, 4.5mm, 6.6mm, 길이 620mm 원형강 에 콘크

리트를 타설하여 제작하 고 탄소섬유쉬트는 그림 5와 같이 

기둥 단면에 걸쳐 폭방향으로 보강하 다. 탄소섬유쉬트와 

강 사이에는 실험변수계획 로 두께 1mm의 폼테이 를 사

용하여 일정두께의 갭을 부착하 다(그림 4 참고). 

탄소섬유쉬트 보강법은 한국구조물진단공학(한국구조물진단

학회 2006)의 내용  탄소섬유쉬트 보강메뉴얼을 참고하 다. 

우선 알콜로 강재의 녹을 제거한 후 강재의 표면에 붙어있는 

용 잔재물을 그라인더로 제거하 다. 이후 라이머를 강재

표면에 도포하 으며 2인 1조로 탄소섬유쉬트를 충분히 잡아

당기며 보강하 다. 시공도  발생하는 기포는 주걱 등을 사

용하여 제거하 으며 겹침길이는 매뉴얼 지시 로 10cm 이상

이 되도록 하 으며 시공 후 7일 동안 실온에서 양생하 다. 

다양한 직경-두께비에 따른 FRP 보강효과를 분석하기 

해 본 연구에서 계획한 실험변수는 직경-두께비()를 채

택하 으며 탄소섬유쉬트의 보강효과를 악하고 갭의 부착

으로 인한 괴  지연을 악하고자 탄소섬유쉬트 보강유무

(3겹보강)와 갭부착유무를 실험변수로 채택하 다. 총 9개의 

실험체  3개는 기존 CFT 기둥과의 거동비교를 하여 무보

강 실험체를 사용하 다. 그 외 나머지 6개는 탄소섬유쉬트

로 변수계획에 따라 보강한 CFT 기둥을 제작하 다. 

실험의 변수계획은 다음과 같다.

① 폭-두께비() : 44 (3.2mm), 31 (4.5mm), 21 

(6.6mm)

② 탄소섬유쉬트 보강 유무

③ 갭부착 유무 

그림 3. 실험체 상세도 (단  : mm)

그림 4. 폼테이 를 사용한 갭부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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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탄소섬유쉬트 부착 

각 실험체 변수계획을 표 4에 정리하 다. 

표 4. 실험체 변수계획

실험체명

강

두께

(mm)

직경-

두께비

()

콘크리트

압축강도

(MPa)

CFS

보강

겹수

갭부착

C3N

3.2 44 50

- ×

C3F-3 3 ×

C3F-3G 3 ○

C4N

4.5 31 50

- ×

C4F-3 3 ×

C4F-3G 3 ○

C6N

6.6 21 50

- ×

C6F-3 3 ×

C6F-3G 3 ○

* C  3  F - 3 G

  ① ② ③  ④ ⑤

  ① Circular section

  ② 강 두께 (3= 3.2mm, 4= 4.5mm, 6= 6.6mm)

  ③ 섬유보강유무 (N= 보강無, F= 보강有 : 3겹보강)

  ④ 갭 부착 유무 (G = 갭부착)

3.2.2 하 재하  측정계획

 

 경기도 기흥소재 포항산업과학연구원(RIST)에서 실험을 수

행하 으며, 실험체는 3,000kN  UTM에 실험체를 부착하

여 강 단면과 콘크리트면이 동시에 압축력을 받도록 하 다. 

실험체의 변  측정계획은 그림 6과 같이 수직과 수평방향으

로 각각 4개씩 부착하여 실험체의 수직변 와 수평변 를 

악하 다. 

 그림 6. LVDT설치 계획도

3.3 실험결과

3.3.1 실험체 괴양상

1) 기존 CFT실험체의 괴양상

하 재하 기단기에는 육안상으로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다가 하 재하가 증가함에 따라 강 체가 횡방향으로 변

형을 일으키기 시작하 다. 이후 하 이 증가할수록 실험체는 

횡방향으로 계속 으로 부풀어 올랐으며, 이후 강 에 국부좌

굴이 발생하 으며 추후 국부좌굴의 범 가 확 되며 괴되

었다. 

 

그림 6. 기존 CFT실험체 괴모습 (C3N)

2) 탄소섬유쉬트로 구속된 CFT실험체의 괴양상

탄소섬유쉬트로 구속된 CFT 실험체는 강 이 횡방향으로 

팽창하 으나 탄소섬유쉬트의 추가구속효과로 팽창정도가 지

연됨을 찰할 수 있었다. 강 이 횡방향으로 계속 으로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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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하며 탄소섬유쉬트가 된되고 최종 으로는 강 에 국부좌

굴이 발생하며 괴되었다.

 

그림 7. 보강된 CFT실험체 괴모습 (C3F-3)

3) 갭이 부착된 CFT실험체의 괴양상

갭이 부착된 탄소섬유쉬트 추가구속된 CFT 실험체는 하

재하 기상태에서는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하

재하가 증가할수록 실험체는 횡방향으로 부풀어 오르기 시작

하 다. 하 재하가 계속됨으로써 실험체는 횡방향 변 로 인

해 탄소섬유쉬트는 단되었다. 그러나 갭부착으로 인해 탄소

섬유쉬트 단시 은 지연됨을 찰하 다. 이후 강 에 국부

좌굴이 발생하며 실험체는 최종 으로 괴되었다.   

그림 8. 갭이 부착된 CFT실험체 괴모습 (C3F-3G)

3.3.2 하 -축변  계

그림 9에서는 실험체의 하 -축변  곡선을 실험체 계열별

로 정리해서 나타내었다. 그림을 살펴보면 기존의 CFT 실험

체, 탄소섬유쉬트로 보강된 CFT 실험체, 갭이 부착된 탄소섬

유쉬트보강 실험체의 거동이 각각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우

선 기존CFT 실험체의 하 -축변  곡선은 기부분에서는 

실험체의 내력이 증가하다가 최 내력  이후 내력이 감된 

이후 축변 가 계속 으로 증가하여도 내력이 일정한 거동을 

보이고 있었다. C3N, C4N, C6N 실험체의 최 내력은 각각 

1252kN, 1444kN, 1757kN 이다. 

(a) C3계열 실험체 하 -축변  곡선(=44)

(b) C4계열 실험체 하 -축변  곡선(=31)

(b) C4계열 실험체 하 -축변  곡선(=21)

그림 9. 실험체 하 -축변  곡선

탄소섬유쉬트로 보강된 CFT 실험체의 경우 기존 CFT 실

험체와는 다른 거동을 보이는데, 하 재하 기에는 기존 

CFT 실험체와 비슷한 거동을 보 으나 강재의 항복  이후 

2.2 에서 언 한 것처럼 탄소섬유쉬트의 구속력이 발휘되어 

기존 CFT 실험체와 달리 내력이 선형형태로 계속 으로 증

가하는 이 선형(Bilinear)거동을 보이도 있다. 이후 탄소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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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쉬트의 단시 에서 내력은 격히 하되며 이후 단계부

터는 기존의 CFT 실험체와 비슷하게 내력의 증감은 둔화되

며 변 만 증가하는 거동을 보 다. 탄소섬유쉬트사이에 갭이 

부착된 실험체는 탄소섬유쉬트로 보강된 CFT 실험체와 비슷

한 경향을 보 다. 다만 2.3 에서 언 한 것처럼 강 과 탄

소섬유쉬트 사이에 부착된 갭으로 인해 강재의 항복  이후에

도 탄소섬유쉬트의 구속력은 발휘되지 않다가 이후 축변 율

이 증가하면서 탄소섬유쉬트의 구속력이 발휘되어 내력이 선

형형태로 증가됨을 알 수 있다. 이는 인해 탄소섬유쉬트의 

단시 은 기존의 탄소섬유쉬트로 보강된 CFT 실험체보다 지

연됨을 찰할 수 있었다. 최 내력은 탄소섬유쉬트로 보강된 

CFT 실험체보다 다소 감소되는 경향을 보 으나 비슷하게 

나타났다. 

4. 실험결과분석

4.1 최 내력분석

   표 5. 실험체 최 내력

실험체명

직경-

두께비

()

보강

겹수
갭부착

최 내력

(PEXP) 

(kN)

PLRFD

(kN)

PEXP/

PLRFD

C3N

44

- × 1252 1198 1.05

C3F-3 3 × 2062 - 1.65

C3F-3G 3 ○ 1943 - 1.55

C4N

31

- × 1444 1308 1.10

C4F-3 3 × 2139 - 1.63

C4F-3G 3 ○ 1920 - 1.47

C6N

21

- × 1757 1671 1.05

C6F-3 3 × 2274 - 1.36

C6F-3G 3 ○ 2105 - 1.26

  

각 실험체의 최 내력 값을 표 5에 정리 하 으며, 실험체

의 최 내력은 탄소섬유쉬트로 보강된 CFT 실험체가 기존 

CFT 실험체보다 크게 나타났으며 갭이 부착된 CFT 실험체

는 기존 CFT 실험체보다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5에서 

알 수 있듯이 기존의 CFT 설계식(AISC-LRFD)에 의한 압

축내력 값과 탄소섬유쉬트로 추가구속된 CFT 기둥의 압축내

력 값을 비교하여 탄소섬유쉬트의 구속효과능력을 악하고자 

하 다. 표 5에서 알 수 있듯이 탄소섬유쉬트의 구속효과로 

인해 CFT 기둥의 기존이론식의 압축내력값보다 보강된 CFT 

기둥의 압축내력 값이 확연히 증가된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탄소섬유쉬트이 구속효과를 통한 내력증가를 입증

할 수 있었다. 

기존 CFT실험체 비 실험체의 내력상승율은 그림 9와 같

다.

그림 10. 실험체 최 내력 상승률 (보강겹수에 따른 평가)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탄소섬유쉬트의 보강을 통해 최 내

력은 기존 CFT 실험체보다 64%, 48%, 29% 증가한 것으

로 나타났다. 한 갭을 부착한 CFT 실험체의 경우도 기존 

CFT 실험체보다 55%, 33%, 22 % 각각 상승한 것으로 나

타났다. 실험분석결과 탄소섬유쉬트의 추가구속효과로 인해 

기존 CFT 실험체 보다 내력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 갭을 부착한 실험체 한 마찬가지로 추가구속으로 인해 

실험체의 최 내력은 보강된 CFT 기둥과 마찬가지로 탄소섬

유쉬트의 구속효과 떄문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갭을 부

착한 실험체와 탄소섬유쉬트로 보강한 CFT 실험체의 최 내

력을 비교하면 최 내력은 다소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나 그 

편차범 는 10% 정도 이내로 두 가지 종류의 실험체는 비슷

한 최 내력값을 나타내었다. 

  실험체의 직경-두께비에 따른 내력평가를 실시하면 표 5와 

같이 강재량이 증가할수록(직경-두께비가 감소할수록) 그림 

11과 같이 내력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1. 실험체 최 내력 상승률 (직경-두께비에 따른 평가)

  그러나 그림 11에서 살펴보면 무보강실험체인 CN계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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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재량이 증가함에 따라 내력 증가율이 최  40%를 보이고 

있지만 탄소섬유쉬트로 보강한 실험체군인 CF-3, CF3-G 들

은 직경-두께비에 계없이 내력증가율은 최  10%를 보이며 

비슷한 것으로 나타나 탄소섬유쉬트 보강효과는 직경-두께비

가 작은 실험체에서 확연히 나타나는 것으로 악되었다.   

4.2 기강성평가

  

  기강성()의 정의는 식 (5)와 같이 항복 에서의 하

값()과 1/3 선법(강석빈 1999)을 이용한 항복 에서

의 변 율의 비()로 나타내며, 실험체의 기강성값은 표 

6에 정리하 다. 

 


                                            (5)

  

표 6. 실험체의 기강성값

실험체명

항복 의

축변 량

(mm)

항복 의

하 값

(kN)

기강성
(kN/mm)

증감비율

C3N 1.93 1250 648 1.00

C3F-3 2.58 1550 600 0.93

C3F-3G 1.72 1430 831 1.28

C4N 2.00 1303 652 1.00

C4F-3 1.87 1750 935 1.17

C4F-3G 2.33 1480 635 0.97

C6N 1.24 1640 841 1.00

C6F-3 1.72 1960 970 1.15

C6F-3G 1.96 1670 852 1.01

실험결과 실험체의 항복 은 다소 차이는 있었으나 거의 비

슷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강성 값은 최  28% 정도의 

증 한 것으로 나타났다. 

4.3 연성능력평가

  최 내력평가와 더불어 항복  이후 괴 까지의 실험체

의 연성능력을 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4.2 에서 산정한 실

험체의 항복 을 바탕으로 실험체의 괴 까지 연성능력을 

평가하는 방법은 식 (6)과 같다. 

 


                                              (6)

여기서, 는 연성능력

       는 항복 에서의 변형도 

       는 괴 (최 내력에서 10% 감)에서의 변형도 

  

연성능력은 괴 에서의 변형도 를 항복시의 변형도 로 

나  값으로 정의된다. 괴 은 실험체의 최 내력 에서 

10% 감하 을 때의 시 으로 정의하 다(Schneider 

1998). 각 실험체의항복 , 괴 , 연성능력을 표 7에 정리

하 다. 

표 7. 실험체의 연성능력평가

실험체명

항복 의

축변 량

(mm)

괴 의

축변 량

(mm)

연성능력

( )

C3N 1.93 11.5 5.96

C3F-3 2.58 16.20 6.28

C3F-3G 1.72 23.23 13.50

C4N 2.00 20.0 10.00

C4F-3 1.87 14.43 7.72

C4F-3G 2.33 25.25 10.83

C6N 1.24 34.4 27.74

C6F-3 1.72 15.50 9.01

C6F-3G 1.96 30.05 15.33

 

그림 12. 실험체의 연성능력평가 (보강겹수에 따른 평가)

  

실험체의 연성능력을 평가한 결과 기존 CFT기둥은 강재의 

연성성질 때문에 최 내력  이후로도 내력이 격히 감하

지 않고 충분한 연성거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실험체의 연성능력은 그림 12에서 알 수 있듯이 탄소섬유쉬

트로 보강된 CFT 기둥 보다 상당히 뛰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탄소섬유쉬트 3겹으로 보강한 CF-3계열 실험체의 경우 내력

은 탄소섬유쉬트의 구속효과 때문에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

지만 탄소섬유쉬트의 취성 괴성질 때문에 탄소섬유쉬트가 

단되는 시 부터는 격한 내력 하를 보이는 취성거동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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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고 있다(하 -축변  곡선 참고). 격한 내력 하를 보이

는 보강된 CFT 기둥의 괴거동 때문에 기존 CFT 기둥보다 

연성능력이 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D/t=44 실험체

의 경우 연성능력은 오히려 미소하게나마 증가하는 것으로 나

타났는데 이는 상 으로 두 실험체군(D/t=31, 21)보다 

강재의 두께가 작아 강 은 국부좌굴에 더 취약하게 되기 때

문에 기존 CFT 기둥 한 연성능력이 하된 것으로 사료된

다. 갭이 부착된 CFT 실험체의 경우  강 이 횡방향으로 팽

창되어도 탄소섬유쉬트와 강  사이에 갭으로 인한 공간 때문

에 탄소섬유쉬트의 구속분담시 을 지연시키게 되며, 구속분

담시 을 지연시킴으로써 실험체의 괴 (최 내력에서 

10% 감된 시 ) 한 자연히 지연되게 되어 실험체의 연

성능력은 보강된 CFT기둥 보다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험체를 직경-두께비에 따라 연성능력을 평가하여 그림 13

에 나타내었다. 그림 13에서 알 수 있듯이 보강을 하지 않은 

CN실험체 군의 경우 강 량이 증가할수록(직경-두께비 값이 

감소할수록) 연성능력 값이 확연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그러나 탄소섬유쉬트 3겹 보강한 실험체군인 CF-3실험

체 군에서는 강재량이 증가하여도 연성 인 측면에서는 CN 

실험체군과 같이 확연히 증가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는 탄소섬유쉬트의 취성 인 성질로 인해 강재량이 증가하

여도 연성능력을 개선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악된다.

그림 13. 실험체의 연성능력평가 (직경-두께비에 따른 평가)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기존 CFT기둥과 탄소섬유쉬트로 보강한 

CFT 기둥, 그리고 갭을 부착한 CFT 기둥에 한 괴거동, 

압축내력평가와 연성능력평가 등을 총 9개의 실험체를 제작

하여 각각 기둥부재에 해 비교분석하 다. 실험변수는 탄소

섬유쉬트 보강유무(3겹보강), 갭부착유무, 직경-두께비를 선

택하 으며, 단조압축실험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

다.

(1) 기존 원형강  CFT 기둥은 압축력이 증가함에 따라 

강 이 체 으로 횡방향으로 팽창하 고, 실험체는 

최종 으로 국부좌굴이 발생하며 괴되었다. 탄소섬유

쉬트로 보강한 CFT 기둥, 갭을 부착한 CFT 기둥은 

압축내력이 가해짐에 따라 강 이 횡방향으로 팽창하

나, 탄소섬유쉬트의 구속효과로 인해 강 의 국부좌굴

이 지연됨을 찰할 수 있었다. 그리고 최종 으로 강

의 횡방향 팽창으로 인해 탄소섬유쉬트가 단되며, 

국부좌굴이 발생하며 실험체는 괴되었다. 

(2) 하 -축변  계곡선을 비교하면, 기존 CFT 기둥은 

최  내력  이후 완만한 내력 하 상을 보이며, 최종

으로 축변 가 증가하여도 내력 하 상이 거의 발

생하지 않는 거동을 보이고 있다. 탄소섬유쉬트로 보강

한 CFT 기둥은 탄소섬유쉬트의 추가구속효과로 인해 

항복  이후에도 탄소섬유쉬트가 단되는 시 까지 내

력이 계속 으로 증가되는 2 선형(bilinear) 거동을 

보이고 있다. 최  내력  이후 탄소섬유쉬트 단되는 

시 부터는 격한 내력 하 상을 보이는 취성거동을 

보이고 있었으며, 이후 단계부 터는 기존의 CFT 기둥

과 유사한 거동을 보이고 있다. 갭을 부착한 CFT 기

둥 한 탄소섬유쉬트로 보강한 CFT 기둥과 유사한 

거동을 나타내고 있다. 다만, 갭의 부착으로 인해 탄소

섬유쉬트의 구속분담시 을 지연시켜 실험체의 괴

(최 내력에서 10% 감된 시 )이 나타나는 축변

량을 지연시킬 수 있었다. 

(3) 실험체의 최 내력은 탄소섬유쉬트로 보강할수록 구속

효과로 인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의 

강 보다 높은 인장강도를 지니고 있는 탄소섬유쉬트의 

인장강도로 인해 구속효과가 증가되었기 때문이다. 갭

을 부착한 CFT 기둥의 최 내력은 탄소섬유쉬트로 보

강한 CFT의 최 내력보다 약 10% 정도 하되었으

나, 최 내력은 보강된 CFT 기둥과 거의 비슷한 것으

로 나타났다. 

(4) 실험체의 연성능력은 탄소섬유쉬트를 보강하고, 갭을   

부착함으로써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탄소섬유쉬트

의 보강으로 인해 강 의 국부좌굴을 지연시키고 이로 

인해 탄소섬유쉬트의 구속으로 인해 괴 (최 내력

)을 지연시켜 소성변형능력이 기존 CFT 기둥보다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갭을 부착한 CFT 기둥은 

2.3 에서 언 한 역학  메카니즘과 같이 강 의 횡

방향 팽창으로 인한 탄소섬유쉬트의 구속분담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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갭의 부착으로 인해 지연되어 실험체의 괴 (최 내

력 )은 보강된 CFT 기둥보다 더 지연되는 것으로 나

타났으며, 이로 인해 연성능력은 더욱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5) 본 연구에서 제안한 시스템을 휨을 받는 내진설계에 

용시 압축내력은 구속효과로 인한 내력상승 효과를 기

할 수 있다. 한 탄소섬유쉬트의 취성 괴 상으로 

인한 연성능력을 보완하기 한 갭의 부착은 탄소섬유

쉬트의 구속분담시 을 지연시켜 기존의 보강한 CFT 

기둥보다 연성능력을 확보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내진

성능이 크게 개선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안

한 기둥시스템은 내진성능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는 

CFT 건물의 보수보강공법으로 리 쓰일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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