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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P보강근-콘크리트보의 휨성능과 휨설계식의 평가 연구 

A Study on the Evaluation of Flexural Capacity and Design Eq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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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paper, the flexural capacity equation of FRP-bar reinforced concrete beams was verified by comparing the 

experimental results and flexural capacity obtained according to the ACI procedure. And, also the economic feasibility of 

FRP-bar reinforced concrete beams was analyzed by comparing nominal moment capacity of beams. The results of analysis 

were as follows, 1) GFRP concrete beams have lower flexural performance than reinforced concrete beams, whereas CFRP 

concrete beams have similar flexural performance to reinforced concrete beams under the same reinforcement ratio 2) 

Although the design moment increased as the compressive strength of concrete increased, the flexural performance of GFRP 

reinforced concrete beams was found to be lower than the reinforced concrete beams for all reinforcement rati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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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1)

지난 수 십 년간 전 세계적으로 도시화와 공업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면서 발생한 이산화탄소의 배출은 

지구의 환경을 위협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

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각국의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21년 “지속가능한 녹색사회 실현을 위한 

대한민국 2050 탄소중립전략”을 통해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40%까지 줄이고, 2050년에는 탄소중립을 달

성한다는 로드맵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세계적으로 건

설산업에서 배출하는 탄소량은 전체 탄소배출량의 약 

10%정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건설분야에서

도 탄소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건설 분야에서 탄소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섬유복합체(Fiber Reinforced Poly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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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P)를 철근의 대체재 활용하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이 경우 철근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탄소배

출량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구조물의 경량화

와 내구성 확보에서 크게 유리할 수 있다. 철근 대체

재로 거론되는 섬유복합체는 섬유 성분의 재료에 따

라 탄소섬유(CFRP), 아라미드섬유(AFRP), 바잘트섬

유(BFRP), 유리섬유(GFRP) 등이 있으며, 이를 철근 

대체재로 활용하기 위한 연구들이 수행되어 왔다. 

캐나다를 비롯한 북미 지역은 눈이 자주 내리기 때문

에 도로 또는 교량의 마모나 손상이 빠르게 진행되어 유

지관리 비용이 증가하게 되어 철근을 FRP보강근으로 

대체하고자 하는 시도가 이루어져 왔다.1),2),3) 그리고, 

ACI 440위원회에서 FRP보강근-콘크리트구조를 설계하

기 위한 설계지침4)을 내놓은 바 있으며, 우리나라도 이

를 참고하여 2016년 콘크리트학회에서 FRP보강근 구조

설계지침5)이 발간되었다. 특히, FRP보강근-콘크리트구

조의 휨성능평가와 관련하여 Getzlaf(2012)와 Issa et 

al. (2011)는 콘크리트압축강도와 보강근의 최대강도를 

변수로 FRP보강근-콘크리트보의 휨거동을 실험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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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악하였다.6),7) Goldston et al.8)은 2016년 6개의 휨실

험체를 제작하여 FRP보강근의 종류와 보강근비에 따른 

휨거동을 비교하였다. 국내에서도 2005년 이상호와 안

상호9)가 FRP보강근을 주근으로 사용한 콘크리트보의 

휨거동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ACI 440.1R-064)기준식에 따라 구한 

FRP보강근-콘크리트보와 철근콘크리트보의 휨거동을 

비교 분석한 후, 기 수행된 FRP보강근-콘크리트 보의 

휨실험 결과와 기준에 따른 성능평가 결과를 비교함으

로써, FRP보강근-콘크리트구조의 경제성과 ACI기준에

서 제시하는 설계식의 적절성을 평가하고자 한다.   

2. FRP보강근-콘크리트보의 휨거동

2.1 RC보와 FRP보강근-콘크리트보의 비교

FRP보강근의 경우 철근과는 달리 부식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철근콘크리트 구조보다 피복두께를 줄일 

수 있으며, 보강근에 부식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구조

물의 내구성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반면, <FIg. 

1>에서 보듯이 FRP보강근은 파괴에 이르기까지 선형 

탄성거동을 하여 최대강도에 도달한 후 바로 파단되는 

취성적인 특징을 갖고 있다. FRP보강근의 최대 변형률

은 0.013~0.014로서, 항복 후 항복마루를 거쳐 변형도 

경화역까지 이르러 파단되는 철근의 최대변형량의 10%

정도에 불과하다. 그 결과 FRP보강근-콘크리트 구조의 

휨설계개념은 철근의 항복을 가정하여 부재의 휨성능을 

평가하는 철근콘크리트구조와는 확연히 다를 수 밖에 

없다. 

FRP보강근과 철근의 단면적이 동일하고, FRP보강근

의 탄성계수가 철근 탄성계수의 1/4라고 가정할 때, 철

근콘크리트보와 FRP보강근-콘크리트보의 변형률 다이

어그램과 응력다이어그램을 <Fig. 2>에서 비교하고 있

다. <Fig. 2>의 점선은 FRP보강근-콘크리트보의 변형률

과 응력 다이어그램이고, 실선은 철근콘크리트보의 변형

률과 응력다이어그램이다. FRP보강근의 탄성계수가 철

근 탄성계수의 1/4에 불과하기 때문에 <Fig. 2>에서 보

듯이 철근과 동일한 응력을 발휘하기 위한 FRP보강근

의 요구 변형률은 철근의 4배에 해당하게 되고, 중립축

의 높이는 에서 로 감소하게 된다. 이는 보의 단

면에서 압축을 받는 영역의 감소를 초래하여 그에 상응

하는 FRP보강근의 응력 또한 다소 감소하는 결과를 초

래하게 된다. 이 그림에서 보듯이 FRP보강근이 철근과 

동일한 성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철근보다 더 큰 변형

이 발생하여야 하기 때문에 보강근과 콘크리트 사이의 

전단응력이 증가하여 부착균열이 발생하고, 이는 부착성

능의 저하와 처짐 증가를 초래할 수 있다. 또한 FRP보

강근과 콘크리트 사이의 부착 미끌림은 휨의 기본조건

인 평면유지법칙을 유지하기 어렵게 하면서 FRP보강근

에 작용하는 인장력의 감소를 초래할 수 있다. 

<Fig. 1> Stress-Strain curves of Steel 

and FRP 

<Fig. 2> Strain distribution for GFRP 

and RC section

2.2 FRP보강근-콘크리트보의 휨설계식

FRP보강근의 설계와 관련한 식은 미국의 ACI에서 제

정한 ACI 440.1-R064)과 캐나다의 CSA S806-1210)이 

대표적이며, 그 외에 북미 각 지역마다 도로교 설계기준

과 시방서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ACI기준에서 제시한 

방법 따라 철근콘크리트보와 FRP보강근-콘크리트보의 

휨성능을 비교하였다. ACI기준에서 제시하는 사각형 단

면을 가진 FRP보강근-콘크리트 보의 보강비()와 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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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ompression failure of concrete          (b) Fracture failure of FRP bar

<Fig. 3> Strain and stress profile for ultimate state of FRP reinforced bar concrete beam

형보강비()는 식(1)과 식(2)와 같다. 

 


(1)

  


 


(2)

여기서, 는 보강근의 단면적, 와 는 각각 보의 

폭과 유효깊이, 은 등가응력블럭계수, 와 는 각

각 콘크리트의 압축강도와 최대변형률, 와 는 각

각 FRP보강근의 최대강도와 탄성계수이다. 

FRP보강근-콘크리트보의 휨성능을 평가함에 있어 

FRP 보강비가 균형보강비보다 큰 경우(  ), 

<Fig. 3(a)>에 나타난 변형률 적합조건과 내력 평형식에 

근거하여 공칭 휨강도를 식 (3)과 같이 구할 수 있다.

  
  (3)

여기서, 


와 같이 구할 수 있으며, 파괴

시 FRP보강근의 응력( )은 식 (4)와 같이 구하되 FRP

보강근의 최대강도( )를 초과할 수 없다. 

  




 





 

(4)

FRP보강비가   인 경우, 파괴 시 보의 변형률

과 응력다이어그램은 <Fig. 3(b)>와 같으며, 식 (5)와 같

이 공칭 휨강도를 계산할 수 있다.

 
  (5)

여기서,    
 이다. 

또한, 철근콘크리트보와 마찬가지로 FRP보강근 콘크

리트보도 균열발생 후 구조물의 급격한 파괴를 방지하

기위해 최소철근비 규정을 식 (6)과 같이 두고 있다.

  


≧


(6)

2.3 FRP보강근-콘크리트보의 휨 괴양상

철근의 항복강도는 설계 시 주어지지만, FRP보강근의 

경우 섬유의 종류와 제조사에 따라 큰 차이를 나타낸다. 

따라서, FRP보강근의 휨성능을 구할 때, 보강근의 설계

인장강도는 FRP의 종류와 FRP 보강근이 사용된 환경

의 영향을 반영하여 구한다. 철근콘크리트구조의 경우 

철근의 항복을 유도하는 과소철근에 의한 인장파괴를 

권장하지만, FRP보강근-콘크리트 구조에서는 FRP보강

근이 항복하지 않기 때문에 보강근의 양에 상관없이 취

성파괴에 이른다. ACI 440.1-R064)에 따르면, 만약 FRP 

보강비가 균형 보강비보다 작으면(  ), FRP가 파

단되는 갑작스런 파괴를 초래하기 때문에 FRP보강근 

구조에서는 균형보강근비보다 낮을 때는 낮은 강도감소

계수 0.55를 적용하는 반면, 보강근비가 균형보강비보다 

크면(  ), 압축측 콘크리트가 파괴되므로 강도감

소계수를 압축파괴에 해당하는 0.65를 적용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FRP 구조설계기준5)에서는 대표적인 

GFRP, AFRP, 그리고 CFRP의 물성을 <Table 1>과 같

이 나타내었으며, 각각의 응력-변형률 곡선은 <Fig. 1>

과 같다.  FRP보강근의 최대강도는 섬유의 종류에 따라 

철근의 1.3배부터 5배까지 큰 반면 탄성계수는 철근의 

0.2배에서 0.76배 정도에 불과하였다. 그리고 최대강도

일 때 변형률은 철근의 항복변형률의 6.4배 정도로 FRP

종류에 상관없이 비슷하였다. <Table 1>의 우측열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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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inforcement Type   or   (MPa)  (GPa)   (mm/mm)  or  (%)

Steel 414 (1.0) 200 (1.0) 0.002 (1.0) 3.6 (1.0)

GFRP 552 (1.33) 41.4 (0.21) 0.0133 (6.44) 0.78 (0.22)

AFRP 1,172 (2.83) 82.7 (0.41) 0.0142 (6.85) 0.35 (0.10)

CFRP 2,070 (5.00) 152 (0.76) 0.0136 (6.58) 0.2 (0.06)

<Table 1> Material properties of Steel and FRP bars 

콘크리트 압축강도가 34.5MPa일 때 균형보강근비를 정

리하였는데, 철근콘크리트보에서 균형철근비는 3.6%인 

반면, FRP보강근의 균형철근비는 FRP의 종류에 따라 

0.2%~0.78%에 걸쳐져 철근콘크리트구조의 균형철근비

의 0.06배에서 0.22배의 수준으로 크게 낮았다. GFRP보

강근의 경우 최대강도는 철근과 거의 비슷하지만, 탄성

계수가 철근의 1/5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균형보강근

상태일 때 보강근의 변형률은 철근의 4배가 되고, 이로 

인해 중립축의 높이가 높아져 압축영역면적의 감소를 

초래하게 되고, 이는 요구 철근량의 감소로 나타나게 된

다. 반면, CFRP보강근은 탄성계수는 철근과 비슷한 수

준이나 최대강도가 철근보다 5배 크다. 이는 균형상태일 

때 보강근의 변형률은 동일하여 그에 상응하는 응력이 

비슷하지만, 최대강도가 철근의 항복강도보다 5배 크기 

때문에 요구철근량이 현저히 줄어들게 된다. GFRP와 

CFRP의 경우를 불 때, FRP보강근의 균형보강근비는 철

근콘크리트 구조의 균형철근비보다 낮게 형성됨을 알 

수 있다.   

3. 휨거동 비교

3.1 보강근의 종류에 따른 휨성능 비교

FRP 보강근-콘크리트 보의 보강근량에 따른 휨성능

을 비교하기 위해 폭과 깊이는 ×이면서 

콘크리트 압축강도 24MPa인 보가 철근, GFRP, AFRP, 

CFRP보강근으로 보강되었을 때, 보강근비의 변화에 따

른 보강근의 응력과 변형률, 보의 공칭모멘트와 설계모

멘트를 <Fig. 4>에서 비교하였다. 이때 보강근의 물성은 

<Table 1>의 값을 적용하였으며, 식(3)과 식(5)를 사용

하여 공칭모멘트를 구하였다. <Fig. 4>의 빈 원형 기호

가 철근콘크리트구조이고, 사각기호, 삼각기호 원형 찬

기호는 각각 CFRP, AFRP, GFRP보강근을 나타낸다. 

<Fig. 4(a)>는 보강비에 따라 보강근에 작용하는 응력의

변화로서, 철근에 발생하는 응력은 균형철근비를 넘어서

면서 철근에 작용하는 응력이 감소하였다. 반면 선형탄

성거동을 하는 FRP보강근은 철근비가 작을수록 보강근

에 작용하는 응력이 급격히 증가하였는데, 탄성계수가 

높은 CFRP보강근에서 가장 큰 응력이 발생하고, 보강근

비가 증가함에 따라 보강근에 발생하는 응력은 지속적

으로 감소하였다. GFRP보강근 보에서는 보강근비가 1%

일 때 철근보다 FRP보강근의 응력이 작았으며, CFRP보

강근-콘크리트보는 보강근비가 2.3%를 넘어서면서 보

강근의 응력이 철근보다 낮게 나타났다. 특히, AFRP와 

CFRP는 보강근비 1%을 넘어서면서 보강근에 작용하는 

응력이 최대응력의 1/2수준 미만으로 떨어졌다. 

<Fig. 4(b)>는 보강근비에 따른 보강근의 변형률의 변

화이다. 균형철근비보다 클 때는 철근이 항복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동일한 보강근비에서 철근의 변형률이 

가장 작지만, 균형철근비보다 작으면 철근이 항복하면서 

변형률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반면 FRP보강근은 선형거

동을 하기 때문에 변형률의 증가가 급격하게 발생하지

는 않았다.  

<Fig. 4(c)>는 주어진 단면의 보강근의 종류에 따른 

공칭모멘트를 비교하고 있다. 탄성계수가 가장 낮은 

GFRP보강근-콘크리트보의 공칭모멘트가 가장 낮았으

며, CFRP보강근-콘크리트보는 보강근비 2% 미만인 영

역에서는 철근콘크리트보보다 공칭모멘트가 컸으나, 2%

를 넘어서면서 철근콘크리트보와 공칭모멘트가 비슷하

였다.  공칭모멘트에 강도감소계수를 적용한 설계모멘트

를 <Fig. 4(b)>에서 비교하였다. 철근콘크리트구조는 최

외단 철근의 변형률에 따라 0.65~0.85의 강도감소계수

를 적용하지만, FRP보강근-콘크리트구조는 보강근의 

항복에 의한 연성거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균형보강근

비를 기준으로 보강근비에 따라 0.55~0.65의 강도감소

계수를 적용하여야 한다. 따라서, <Fig. 4(d)>에서 보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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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ress of bars                                (b) Strain of bars

(c) Norminal moment                          (d) Design moment

<Fig. 4> Variation of properties of beams for FRP bar ratio

이 FRP보강근-콘크리트보의 설계모멘트는 철근콘크리

트보의 설계모멘트보다 현저히 떨어졌다. 설계모멘트 측

면에서 본다면 GFRP보강근을 사용하여 일반철근과 동

일한 배근을 할 경우 모든 보강근비에 대해 설계모멘트

가 철근콘크리트보에 미치지 못하였으며, CFRP보강근

을 사용한다면, 보강근비가 1.5%정도에 이를 때까지는 

CFRP보강근-콘크리트보의 설계모멘트가 철근콘크리트

보의 설계모멘트보다 크지만 그 이상의 보강근이 배근

되면 철근콘크리트보 보다 휨성능이 떨어졌다. FRP보강

근의 종류에 따른 FRP보강근-콘크리트보의의 휨성능을 

비교하면 CFRP보강근-콘크리트보를 제외한 GFRP와 

AFRP보강근은 철근콘크리트구조보다 설계모멘트가 낮

은 것으로 나타났다. 

3.2 콘크리트 강도에 따른 설계모멘트 비교

GFRP보강근-콘크리트보와 CFRP보강근-콘크리트보

의 보강근비와 콘크리트 강도에 따른 FRP보강근-콘크

리트구조의 휨거동을 <Table 2>와 <Fig. 5>에서 비교 

하였다. 이때 사용된 철근과 FRP의 물성은 <Table 1>과 

같다.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는 일반적으로 건축구조물에

서 많이 사용되는 강도인 24MPa과 고강도에 해당하는 

60MPa와 80MPa를 대상으로 하였다. 그림에서 균형보

강근비에 해당하는 철근비는 다른 곳보다 큰 기호로 표

시하였으며, <Table 2>에 각각의 경우에 대한 균형보강

비를 정리하였다. 콘크리트의 강도가 증가함에 따라 균

형보강근비가 증가하였는데, 콘크리트 압축강도가 증가

함에 따라 철근콘크리트구조는 2.6%부터 6.63%까지 증

가하였고, GFRP와 CFRP보강근-콘크리트보의 균형보강

근비는 각각 0.67%부터 1.71%와 0.15%부터 0.39%까지 

증가하였다. 

콘크리트의 강도가  24MPa, 60MPa, 그리고 80Mpa

일 때 공칭모멘트의 크기를 <Fig. 5>에서 비교하고 있

다. 속이 찬 기호는 FRP보강근-콘크리트보의 설계모멘

트이고 속이 빈 기호는 철근콘크리트보의 설계모멘트이

다. GFRP보강근의 경우 모든 보강근비에 대해서 콘크리

트의 압축강도에 상관없이 철근콘크리트보다 설계모멘

트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CFRP보강근-콘크리트구조

는 통상 건축구조물의 수평부재에 많이 사용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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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MPa  60MPa  80MPa

Steel 0.0260 (1.0) 0.0497 (1.0) 0.0663 (1.0)

GFRP 0.0067 (0.26) 0.0128 (0.26) 0.0171 (0.26)

CFRP 0.0015 (0.06) 0.0029 (0.06) 0.0039 (0.06)

<Table 2> Comparison of balanced bar ratio

        (a) GFRP reinforced concrete beam       (b) CFRP reinforced concrete beam 

<Fig. 5> Comparison of Design moment for GFRP and CFRP reinforced concrete beam

24MPa의 압축강도를 갖는 콘크리트로 만들 경우 1%미

만의 보강근비일 때 FRP보강근-콘크리트보의 설계모멘

트가 철근콘크리트보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이

후에는 거의 비슷한 수준의 설계모멘트를 보여주었다. 

콘크리트의 강도가 60MPa과 80MPa로 증가하면, FRP

보강근-콘크리트보의 설계모멘트는 보강근비 1.25%일 

때 철근콘크리트보의 설계모멘트보다 최대 1.67배와 

2.07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으로 콘크리트의 압축강도가 증가할수록 설계모

멘트는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GFRP보강근-콘크리트구

조는 모든 보강근비에 대해 철근콘크리트보의 설계모멘

트비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CFRP보강근-콘크리

트보에서는 보강근비가 1.25%일 때, FRP보강근 콘크리

트보의 설계모멘트가 철근콘크리트의 설계모멘트보다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4. 휨실험 결과와 비교

기존 수행된 FRP보강근-콘크리트구조 보에 대한 

134개 휨 실험체에 대한 실험결과 나타난 모멘트와 구

조설계기준에서 예측한 공칭모멘트를 비교함으로써 구

조설계기준에서 제시한 휨성능식의 적절성을 검토하였

다. 총 134개의 실험체 가운데 GFRP보강근을 사용한 

실험체는 115개, BFRP보강근을 사용한 실험체는 8개이

고 CFRP보강근을 사용한 실험체는 11개로서, 86%의 

실험체가 GFRP보강근-콘크리트 보에 대한 실험으로 이

루어졌다. <Fig. 6>은 FRP구조설계기준에 따라 구한 각 

실험체의 휨강도(축)와 실험결과 측정된 보의 휨강도

(축)사이의 상관관계이다. 속이 찬 원형기호는 GFRP

보강근을 사용한 실험체이고, 속이 빈 원형은 CFRP 보

강근을 사용한 실험체, 그리고, 속이 빈 삼각형은 BFRP

보강근을 사용한 보이다. 전체적으로 보강근의 종류에 

상관없이 실험값이 구조설계기준에 따라 구한 휨강도보

다 큰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실험결과 나타난 휨강도와 

구조설계기준에 따라 구한 공칭모멘트의 비의 평균은 

1.162이고, 표준편차는 0.192으로 나타나 실험값이 약 

16%정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실험결과 나타난 휨성능

과 공칭모멘트의 비율을 균형보강근비에 대한 보강근비

의 비율()에 따라 <FIg. 7>에 나타내었다. 균형보

강근비에 대한 보강근비의 비율()이 1보다 작을 

때, 1과 1.4 사이일 때, 그리고 1.4보다 클 때 실험값과 

공칭모멘트 비율()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Table 3>에 정리하였다.  균형보강근비에 대한 보강근

비의 비율()이 1보다 작을 때의 공칭강도비의 평

균은 1.196으로 작지만, 표준편차가 0.284로 커서 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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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Comparion of predicted and 

measured moment

<Fig. 7> Ratio of measured 

moment/predicted moment for the ratio 

between bar area and balanced bar area 





Average 
Standard 

Deviation

   1.196 0.257

≦   1.211 0.160

≦ 1.147 0.177

Total 1.162 0.192

<Table 3> Comparison of the ratio of 

expected and measured capacity about 

reinforcement ratio

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고, 균형보강근비에 대한 보강근

비의 비율()이 1과 1.4 사이일 때 표준편차는 

0.160으로 감소한 반면 평균값은 1.211로 증가하였다. 

그리고 균형보강근비에 대한 보강근비의 비율()

이 1.4보다 커서 콘크리트 압축파괴가 되는 보강근비에

서 평균값과 표준편차는 각각 1.147과 0.177로 가장 작

았다. 균형보강근비에 대한 보강근비의 비율()이 

1.4보다 큰 구간에서 실험값의 편차가 다소 줄어들고 실

험값과 휨성능의 차이가 감소한 것으로 보아, 기준에서 

보강근비와 균형보강근비의 비율이 1.4를 기준으로 차이

를 둔 것은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5. 결론

최근 들어 콘크리트구조물의 내구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되는 FRP보강근-콘크리트구조의 휨거동

과 휨설계식으로 구한 성능을 기존의 실험결과와 비교

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하였다.

(1) ACI 440R에 따라 GFRP, AFRP, CFRP보강근-콘

크리트보의 보강근비에 따른 휨성능을 철근콘크리트보

의 휨성능과 비교한 결과, GFRP보강근을 사용하면 대부

분의 보강근비영역에서 GFRP보강근-콘크리트보의 휨

성능이 철근콘크리트보의 휨성능보다 낮게 나타났으며, 

CFRP보강근 콘크리트구조는 보강근비 1.5%보다 낮을

때는 CFRP보강근-콘크리트보의 휨성능이 철근콘크리

트보의 휨성능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2) 콘크리트의 압축강도가 증가할수록 설계모멘트는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GFRP보강근-콘크리트구조는 모

든 보강근비에 대해 철근콘크리트보의 설계모멘트비보

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CFRP보강근-콘크리트보에

서는 보강근비가 1.25%일 때, FRP보강근 콘크리트보의 

설계모멘트가 철근콘크리트의 설계모멘트보다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3) 설계식으로 부터 구한 공칭모멘트에 대한 기존 

FRP보강근-콘크리트보의 휨실험결과 나타난 모멘트의

비를 비교한 결과, 실험결과가 평균와 설계식으로부터 

구한 공칭모멘트의 비의 평균은 1.196으로 약 20%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보강근비에 대한 균형보강근비율이 

1.4를 넘어서면서 실험값과 공칭모멘트의 비율은 1.147

로 떨어지면서 표준편차도 감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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