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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온에 노출된 탄소섬유보강근의 계면전단강도 및 휨강도
Inter-laminar Shear and Flexural Strength of CFRP Rebar
Subjected to Elevated Tempera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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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experimental study, a reduction in mechanical properties of CFRP reinforcing bars, which is domestically produced, subjected to elevated temperatures was investigated. The inter-laminar shear and flexural tests were conducted on the rebar specimens conditioned in a chamber for specified times at high temperatures. The rebar specimens were exposed to the temperatures,
range 100~400oC, for 0.5 hr~4 hr. Based on the obtained results, linear equations were presented for evaluation of the reduced
properties due to the applied conditions. It is predicted that the critical temperature and exposure time were 250 oC and 2.5 hr,
respectively.
Key words : High temperature, exposure time Inter-laminar shear strength, Flexural strength, CFRP rebar

요

지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생산된 탄소섬유보강근의 고온하에서의 성능변화를 실험적으로 고찰하였다. 실험에서 고온전기로에서
일정시간동안 고온에 노출된 탄소섬유보강근 실험편의 계면전당강도 및 강성, 휨강도 및 강성을 고찰하였다. 실험편의 노출온도
범위는 100oC~400oC, 노출시간은 0.5시간~4시간으로 하였다. 실험결과를 통해 노출온도와 노출시간을 고려한 간단한 평가식을
제안하였으며, 이를 이용하여 임계노출온도와 임계노출시간을 평가한 결과, 250oC와 약 2.5시간인 것으로 나타났다.
핵심용어 : 고온, 노출시간, 계면전단강도, 휨강도, CFRP 보강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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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결과로부터 이를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 CFRP를
600oC의 고온에 노출시킨 결과, 탄소섬유는 남아있지만, 레진

그간 콘크리트 구조물에 보강되는 이형철근을 유리 및 탄

은 모두 연소하여 사라진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CFRP

소섬유복합체로 대체하려는 연구는 섬유복합체의 매우 우수

보강재로 보강되거나 성능향상된 구조물이 화재와 같은 사고

한 내부식성능에 동기하였다. 물론, 이에 추가하여 중량이 철

로 인해 고온에 노출되면 그 구조적 성능의 급격한 저하로

근의 1/4에 불과하며, 고강도의 특성에 따라 그 장점이 부각

인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되며, 북미에서는 실제 도로 및 교량 구조물에 인장보강재로
활용되고 있다.

고온하에서 섬유복합체 보강근의 성능평가를 위한 실험적
연구는 노출온도 수준에 따른 성능변화에 집중하고 있다. 즉,

탄소섬유복합체(이하 CFRP) 보강근의 주된 구성요소는 탄

실험편을 고온에 노출시킬 때 정해진 온도에 도달하면 실험

소섬유와 레진 매트릭스이며, 탄소섬유는 강도를, 레진은 섬

을 수행하고 노출온도에 따른 성능변화를 고찰하였다(Bisby

유간 응력의 전달과 보호를 담당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등, 2007; Saffi, 2002; Wang 등, 2007; Wang 등, 2005).

CFRP 보강근은 우수한 역학적, 구조적 성능을 가지고 있으

이는 매우 중요한 공학적 기초자료를 제공한다. 그러나 노출

나, 내열특성이 부족한 것으로 지적되어왔다(Saffi, 2002). 보

온도 뿐 아니라 노출시간도 성능저하의 주요한 요인이다. 문

강근의 부족한 내열특성은 주로 레진매트릭에 기인하며, 유리

도영(2010)은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의 화재노출시 노출시간의

전이온도(Tg) 이상의 온도에 노출될 때 레진 매트릭스의 연약

중요성을 제시하고 그 영향을 고려할 수 있는 손상평가 방안

화가 열화 매커니즘 인것으로 보고되고 있다(Robert 등,

을 제시하였다. 전술한 바와 같이 CFRP 보강근은 고온에 취

2010; AL-ZAHRANI 등, 2007). 심종성 등(2004)의 실험

약하기 때문에 고온지속 시간이 보강근 자체의 성능에 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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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상온 실험결과
계면전단강도

평균
59.5 MPa

표준편차
2.8 MPa

변동계수(%)
0.05

휨강도

892.3 MPa

123.8 MPa

0.14

그림 1. 화재노출 콘크리트슬래브의 설계도표(Bisby and Kodur,
2007)
<직경 9.5 mm>

는 영향이 지배적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온지속
시간이 CFRP 보강근의 역학적 성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험적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매우 내열특성이 우수한 재료이다. 이는 콘크리트와의 부착성

본 연구에서는 고온에 노출된 CFRP 보강근의 계면전단강

능을 확보하기 위하여 보강근의 표면에 살포되었다. 보강근에

도와 휨강도의 변화를 고찰하였다. 계면전단강도와 휨강도는

사용된 섬유의 혼입률(Vol. fraction)은 70%이며, Vynil-ester

레진의 물성에 지배되는 인자로써, 열에 의한 레진의 연약화,

가 레진매트릭스로 사용되었다(표 1 참조). 성능비교를 위하

그로인한 응력전달 기능의 약화로 저하되며, 열손상 평가에

여 상온(약 20oC)에서 각각 10개의 실험편에 대하여 CFRP

매우 중요하다. 100oC~400oC의 고온에 CFRP 보강근 실험

보강근의 계면전단강도 및 휨강도를 측정하였으며 결과를 표

편을 노출시키고, 2시간 이후에 ASTM D4475에서 규정하고

1에 제시하였다.

있는 계면전단강도실험과 ASTM D790에서 규정하고 있는
휨실험을 수행하였다.
노출온도 범위는 재료적 특성과 Bisby and Kodur(2007)의
실험연구 결과에 근거하여 설정하였다. 본 대상 보강근에 사

2.2 실험방법
보강근의 고온 노출에 의한 중량변화를 측정하였다. 중량은
상온실험편의 중량에 대한 고온노출실험편 중량감소량의 백

용된 Vynil-ester 레진의 유리전이온도는 시차주사열량측정법

분율로 식(1)과 같이 정의하였다. We는 노출후의 중량을, Wi

(DSC)분석에 의하여 분석하였으며, 112oC로 나타났다. 따라

는 노출전 중량을 의미한다.

서 유리전이온도를 기준으로 하여 최저온도범위를 설정하였
다. Bisby and Kodur(2007)는 CFRP 보강근의 고온노출시
o

임계온도를 250 C로 제시하였다(그림 1 참조). 논문에서 임계

We – W i
W% = -----------------Wi

(1)

온도는 인장강도가 50%로 감소될때의 온도를 의미하며,

보강근의 계면전단강도는 ASTM D4475-02R08에 규정된

40 mm의 피복을 갖는 슬래브의 경우 1시간의 노출이 되면,

방법으로 측정하였다. 규정된 방법에 따라 경간은 47.5 mm

CFRP 보강근의 온도가 임계온도에 도달한다고 주장하였다.

(=5dn)로 하였으며, 하중재하속도는 4 mm/min으로 하였다. 전

본 연구에서는 CFRP의 임계온도 이상의 고온에 의한 영향을

단강도는 최대하중으로부터 식(2)를 통하여 계산하였다.

고찰하기 위하여 최고노출 온도를 400oC로 하였다. 실험변수
는 온도뿐 아니라 노출시간도 포함하였다. 고온 노출시간은
0.5시간, 1시간, 2시간과 4시간으로 하였으며, 이 결과는 화재
시 노출된 최고온도 뿐 아니라 노출지속시간에 따른 영향을
고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

P
fs = 0.849 -----s
2
dn

(2)

여기서, fs는 계면전단강도(MPa), Ps는 실험편의 계면전단파괴
시 하중(N), dn는 실험편의 공칭직경으로 본 실험에서는
9.5mm이다.

2. 실

험

보강근의 휨강도는 ASTM D790-10에 규정된 방법으로 측
정하였다. 경간은 152 mm(=16dn)로 하였으며, 하중재하속도

2.1 CFRP 보강근
본 연구에서 사용된 CFRP 보강근은 국내에서 제작된 공칭
직경(=dn) 9.5 mm의 CFRP 보강근으로 구조물의 보강에 사
용되는 재료이다. 보강근의 표면에는 가넷모래(Garnet sand)
라 불리는 거친 재료가 붙어있으며, 용융점이 1200도 이상인
84

는 4 mm/min으로 하였다. 휨강도는 최대하중으로부터 식(3)
을 통하여 산정하였다.
8Pf L
ff = ----------3
πdn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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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ff 는 휨강도(MPa), Pf 는 실험편의 휨파괴시 하중(N)
이다.

2.3 실험절차 및 변수
표 2에는 실험변수를 정리하여 나타내었다. 그림 3과 같이
고온노출은 1000oC까지 실험이 가능한 전기로를 사용하였다.
노출온도는 100oC, 150oC, 200oC, 300oC 및 400oC로 하였
으며, 각 온도에 대하여 노출시간에 대한 영향을 고찰하기
위하여 0.5시간, 1시간, 2시간 및 4시간동안 고온에 노출하였
다. 동일한 실험변수에 대하여 10개의 실험을 수행하였으며,
모든 결과는 평균치, 표준편차, 변동계수값을 제시하였다.

그림 3. 계면전단강도 실험

계면전단강도실험편과 휨강도 실험편은 각각 76 mm(=8dn)
와 190 mm(=20dn)의 길이로 2.2장에 제시된 경간길이 보다
길게 여유길이를 두어 절단하였으며 그림 2와 같이 고열에
강한 세라믹 그릇에 담긴 상태로 고온에 노출되었다. 지정된
온도와 노출시간에 도달하면, 실험편을 꺼내어 중량을 잰 후
그림 3, 그림 4와 같이 경간길이 규정에 맞게 지지부를 조정
하여 계면전단강도 및 휨강도 실험을 수행하였다.

3. 실험결과 고찰
3.1 고온노출에 따른 외관변화
고온노출후 실험편의 외관을 그림 5에 비교, 고찰하였다.

그림 4. 휨강도 실험

100oC에 0.5시간동안 노출된 실험체의 경우 색변화, 변형 및
균열 등이 전혀 발생하지 않아, 상온노출 실험편과의 외관상
o

단면에 추가적인 균열이 발생한 것을 볼 수 있으며, 4시간

큰 차이가 없었다. 반면, 200 C에 0.5시간 동안 노출된 실험

노출된 경우에는 균열개수가 증가하고 폭도 확대된 것을 확

편에서는 단면에 균열이 발생하였고, 노출시간이 2시간으로

인할 수 있다. 400oC에 노출된 실험편의 경우 0.5시간의 노

증가함에 따라 그 균열이 진전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출시간 전에 1/6시간에서 발화, 연소되었으며, 이로인해 표면

o

300 C에 2시간 노출된 실험체의 경우에는 온도 증가에 따라

형상은 측면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면적인 균열과 심각
한 단면손실이 발생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400oC에 노출

표 2. 실험변수
o

노출온도( C)
100
150
200

노출시간(hr)

였기 때문에 이후의 실험결과 고찰에서 제외되었다. 예상대로
노출온도가 증가할수록 외관상 색의 변화와 균열이 발생하는

0.5, 1, 2, 4

300
400

된 실험체는 손상이 너무 심하여 강도실험 수행이 불가능하
비고
* : 0.1hr에서 보강근이
일부가 발화, 연소되어
실험중지

0.1 hr*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변상은 노출시간에도 크
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주목할 것은 유리전이온
도(Tg)이하의 온도에서는 노출온도 및 노출시간의 증가에도
거의 변상이 발생하지 않았다.

그림 2. 전기로를 이용한 고온노출

고온에 노출된 탄소섬유보강근의 계면전단강도 및 휨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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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고온노출에 따른 보강근의 외관변화

약 10.20 g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성재료별 중량의 구성비를

3.2 파괴모드
그림 6과 그림 7은 계면전단강도실험과 휨실험으로 파괴된
실험편을 나타내고 있다. 계면전단파괴는 실험 중 섬유와 레

재료를 코어부로부터 제거한 후 보강근의 평균중량은 7.45 g

진간의 계면에서 종방향 균열이 발생하고 하중이 증가함에

으로 측정되었다. 따라서, 표면재료의 평균중량은 2.75 g임을

산정하기 위하여 코어부와 표면부의 중량을 조사하였다. 표면

따라 단부로 균열이 진전되었으며, 최대하중에서 갑작스러운

알 수 있다. 코어부의 레진과 섬유의 체적비로부터 코어부를

계면분리에 의한 파괴가 발생하였다. 반면, 휨 파괴는 큰 휨

구성하는 재료별 중량비를 산정하였다. PAN계 탄소섬유의 단

변형이 발생하면서 재하위치 하부의 섬유가 인장 파단되고

위중량이 약 1.6 g/cm3~1.8 g/cm3, 레진의 단위중량이 약

섬유의 파단이 상부로 진전하면서 파괴된 것을 확인할 수 있

1.0~1.2 g/cm3임을 감안할 때, 전체 중량에 대한 섬유, 레진

다.

의 중량비는 각각 59%~67%, 16%~19% 범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8은 온도에 따른 중량의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3.3 중량변화
중량변화는 계면전단강도 실험편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76 mm 크기로 절단된 10개 실험편의 상온에서의 평균중량은

과 같이 100oC~200oC 범위에서 중량의 감소는 0.5%이하에

그림 6. 계면전단파괴

그림 7. 휨파괴

불과하며, 노출시간의 증가에 따른 중량의 감소가 명확하지

그림 8. 고온노출에 따른 중량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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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다. 반면, 300oC에서는 노출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매우 급

저하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300oC에서 2시간의 노출에

격한 중량의 감소를 확인할 수 있다. 0.5시간의 노출에서는

는 약 40%의 강도저하가 발생하며, 4시간의 노출에서는 약

약 1.3%, 1시간에서는 약 2%의 수준이지만, 4시간의 노출에

90%의 강도저하가 발생한다. 특히, 계면전단강도의 본격적인

서는 20% 이상의 중량감소를 나타내었다. 이는 레진의 중량

저하를 발생시키는 임계온도와 임계노출시간은 200oC~300oC,

비에 해당한다. 200oC이하의 낮은 온도에서 표면재료가 탈락

1시간~2시간 범위에 있다. 그러므로 300oC 미만의 온도에서

되거나 연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표면재료의 손실로 인한 중

는 노출시간과 상관없이 계면전단강도의 저하가 거의 없다.

량 감소는 없다고 판단되며, 탄소섬유의 손실도 발생하지 않

한편 300oC에 노출된 직경 9.5 mm CFRP 보강근의 노출시

았다. 300oC에서 2시간 노출의 경우에는 표면재료의 탈락이

간에 대한 잔존계면강도비는 식(4)를 통해 평가가 가능하다.

일부 관측되었으므로 약 20%의 중량 감소에는 이로 인한 중

식(4)는 실험결과의 선형보간의 결과로부터 도출되었다. 식(4)

o

량의 감소도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300 C 이상의 온도에서

에서 ILStrn은 잔존 계면전단강도비(%)를 의미하며, t 는 노출

주요한 중량감소의 원인은 레진의 연소와 그로 인한 중량감

시간(hr), T는 노출온도(oC)를 의미한다. 더욱이 계면전단강도

소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 결과를 종합해보면 보강근내 레진

실험결과는 중량변화 결과와 매우 일관된 결과를 나타내었다.

o

의 손실은 200 C 이상의 온도에서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따라서, 고온노출로 인한 보강근 내부 레진의 손실이 계면전

있다. 즉, 이보다 낮은 온도에서 레진은 연약화 되는 등 상

단강도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레진이 계면전단거동에

태의 변화를 일으키기는 하지만 손실되지는 않으며, 레진의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11은 노출

o

본격적인 손실은 최소한 300 C의 온도에서 1시간 이상 노출

온도와 노출시간에 따른 계면전단강도비를 3차원 그래프로 나

되었을 때 발생하고, 2시간 이상 노출됨으로써 거의 모든 레

타내고 있다. 이 그래프는 200oC를 초과하는 온도에서 계면

진매트릭스가 연소, 손실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판

전단강도의 저하가 노출온도 뿐 아니라 노출시간에 대해 크

단은 전술한 구성재료의 중량비 산정 결과에 근거한다.

게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준다.

3.4 계면전단강도 및 강성의 변화
그림 9와 그림 10은 노출온도 및 노출시간에 따른 계면전
단강도비의 결과를 변동계수와 함께 나타내고 있다. 계면전단

ILstrn = 100 (20oC ≤ T ≤ 200oC)
ILstrn = 100 (0 hr ≤ t ≤ 1 hr, T = 300oC)

(4)
o

ILstrn = -28.8t + 125 (1 hr < t ≤ 4 hr, T = 300 C)

강도비는 고온에 노출되지 않은 보강근의 계면전단강도와의
비를 의미한다. 200oC까지는 노출시간과 상관없이 큰 강도의

고온노출에 따른 보강근의 계면전단강성비 변화를 고찰하
였다. 강성은 최대하중시 변위의 70%인 1.5 mm에 해당하는

그림 9. 온도에 따른 계면전단강도 변화

그림 10. 노출시간에 따른 계면전단강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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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노출시간과 온도에 따른 계면전단강도 변화

그림 12 노출시간과 온도에 따른 계면전단강성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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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중(kN)을 사용하여 강성을 산정하고 이를 고찰하였으며, 고
온노출 되지 않은 실험편의 강성으로 나누어 강성비를 계산
하였다. 고온에 따른 계면강성의 변화는 그림 12와 같다. 보
강근의 계면전단강성은 계면강도의 실험결과와 거의 유사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잔존 강성비(%)는 식 (5)를 통해 평
가할 수 있다. 식 (4) 및 식 (5)는 직경 9.5 mm의 CFRP
보강근의 실험결과에 근거한 것이며 다른 직경의 평가를 위
해서는 추가적인 실험을 통해 다양한 직경의 영향에 대한 실
험적 연구가 필요하다.
Bisby and Kodur(2007)는 고온에 의해 CFRP 보강근의
인장강도가 50%가 되는 임계온도를 250oC로 제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실행한 실험결과로부터 잔존 계면전단강도가

그림 14. 노출시간에 따른 휨강도 변화

o

50%가 되는 임계온도가 약 250 C임을 알 수 있으며 인장강
도의 결과와 동일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
o

의 증가에 따라 지속적인 강도저하가 발생되는 것으로 판단

서 제안된 식(5)를 이용하여 300 C에 노출될 때 CFRP 보강

된다. 따라서, 300oC에 노출된 직경 9.5 mm CFRP 보강근

근의 임계노출시간은 약 2.5시간인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의 노출시간에 대한 휨강도 저하는 노출시간(에 따른 결과를
1차 선형보간을 통해 식 (6)과 같이 평가할 수 있다. 식(6)에

ILstrn = 100 (20oC ≤ T ≤ 200oC)

서 는 잔존 휨강도비를 나타낸다. 그림 15는 노출온도 및 노

ILstrn = 100 (0 hr ≤ t ≤ 1 hr, T = 300oC)

(5)
o

ILstrn = -30.0t + 134 (1 hr < t ≤ 4 hr, T = 300 C)

출시간이 휨강도에 미치는 영향을 3차원 그래프로 나타내고
있다. 300oC에 4시간 노출된 보강근의 휨강도는 원강도의
2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3.5 휨강도 및 강성의 변화
그림 13과 그림 14는 노출온도 및 노출시간에 따른 휨강
도비의 결과를 변동계수와 함께 나타내고 있다. 휨실험결과의

Fstrn = 100 (20oC ≤ T ≤ 200oC)
Fstrn = -18.1t + 93 (0 hr < t ≤ 4 hr, T = 300oC)

(6)

변동계수는 계면전단실험 결과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실험의 민감도가 계면전단강도에 비
하여 상대적으로 큰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13의 노출온도에 따른 결과를 보면, 노출시간에 상관
없이 200oC이하의 온도에서 휨강도의 저하가 나타났지만 미
미하며, 200oC를 초과하는 온도에서 급격한 휨강도의 저하가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노출시간과 무관하게 노
출온도가 200oC이하일 때는 휨강도의 저하가 없다. 한편, 노
출온도 300oC에서는 그림 15와 같이 계면전단강도의 결과와
는 달리 0.5시간의 노출에도 적지만 휨강도의 저하가 발생하
며, 이후 노출시간의 증가에 따라 선형적인 휨강도감소를 나
타내고 있다. 즉, 휨강도의 경우에는 노출시간에 대하여 급격
한 강도저하가 발생하는 임계시간이 명확하지 않고 노출온도

그림 15. 노출시간과 온도에 따른 휨강도 변화

그림 13. 온도에 따른 휨강도 변화

그림 16. 노출시간과 온도에 따른 휨강성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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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온노출에 따른 보강근의 휨강성을 고찰하였다. 강성은 최

타났다. 물론 이와 같은 결론은 본 연구에서 실험한 보

대하중시 변위의 70%인 4 mm에 해당하는 하중(kN)을 사용

강근(탄소섬유와 비닐에스터로 구성되며, 섬유의 체적비

하여 강성을 산정하여 고찰하였으며, 그림 16은 고온노출에

가 70%인 공칭직경 9.5mm)에만 해당된다. 그러나, 본

따른 강성의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강성변화 분석결과 휨강

논문의 결과는 가장 전형적이며,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도의 변화와 매우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결과를 근

보강근 종류와 직경에 대한 것으로서, 실용적인 측면에

거로 식 (7)과 같은 휨강성의 평가식을 제안할 수 있다.

서는 의미가 크다고 판단된다.
4) CFRP 보강근의 더욱 범용적인 손상평가 모델의 개발을

Fstrn = 100 (20oC ≤ T ≤ 200oC)
Fstrn = -19.0t + 100 (0 hr < t ≤ 4 hr, T = 300oC)

(7)

위하여 다양한 종류의 레진매트릭스 종류, 보강근의 직
경을 변수로 한 추가적인 실험이 필요하다.

감사의 글

그림 13을 통해 CFRP 보강근의 휨성능에서 임계온도는
계면전단강도와 동일하게 약 250oC임을 알 수 있으며,
300oC의 노출온도에서 임계노출시간은 식(7)을 통해 2.6시간
임을 알 수 있다.

이 논문은 2010학년도 경성대학교 신임교수정착연구비에 의
하여 연구되었음.

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국내생산의 CFRP 보강근을 고온전기로를
사용하여 노출온도와 노출시간을 변수로 하여 고온에 노출시
킨 후 중량의 변화, 계면전단강도 및 강성, 휨강도 및 휨강
성의 변화를 고찰하였다. 본 실험적 연구를 통해 획득된 결
과를 다음에 요약하였다.
1) CFRP 보강근의 중량, 계면전단강도 및 휨강도 실험의
결과를 분석한 결과, 노출온도 뿐 아니라 노출시간에 의
하여 큰 성능의 변화를 나타내었다. 이로부터 노출시간
도 매우 중요한 열손상의 인자임을 확인하였다.
2) 400oC에서는 보강근의 연소되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200oC~300oC의 온도범위에서 큰 성능 저하를 나타내었
다. 노출시간의 영향은 계면전단강도 및 강성, 휨강도
및 강성의 저하가 미세한 차이를 나타내었는데, 계면전
단강도 및 강성의 경우 1시간 이하의 노출에서는 성능
저하가 무시할 정도인 반면, 휨강도 및 강성은 0.5시간
~4시간의 노출시간동안 지속적이며, 연속적인 성능저하
양상을 나타내었다.
3) 다양한 노출온도 및 노출시간에 따른 실험결과를 근거로
300oC의 온도에 노출되었을 때, CFRP 보강근의 계면전
단과 휨성능비를 노출시간에 대하여 평가할 수 있는 1
차 선형평가식들을 제안하였다. 또한 이를 이용하여 원
성능의 50%가 저하되는 예측된 임계노출시간은 계면전
단의 경우 2.5시간, 휨성능의 경우 2.6시간인 것으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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