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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is interested in modeling the selection of optimal repair materials in view of the 

qualitative evaluation. In order to architecting the evaluation model of various repair 

alternatives, Analytical hierarchy process techniques was applied to this study.  It is composed 

of aesthetics, easy-to-application, economical efficiency, and environment-friendly properties in 

upper level. Among the qualitative evaluation items, Environment-friendly properties and 

execution cost included in economical efficiency is highly weighted. It was concluded that the 

evaluation model by this study is very useful to choose the best alternative among various 

repair materials.

요  약

본 연구는 보수재료의 다양한 요구성능  정성  측면을 고려하여 최 의 보수재료를 선정하

기 한 평가모델을 구축하고자 하 다. 다양한 보수 안에 한 평가모델을 구축하기 해서 본여

구에서는 계분석기법(AHP)가 용되었다. 평가모델의 평가항목에는 미 성능, 환경성, 작업성, 

경제성으로 크게 분류되었으며, 미 성능은 마감성과 변동성, 작업성은 품질 리난이, 구성재료수, 

시공성으로, 경제성은 시공비용, 보수공기, 소요장비의 항목으로 세분되어 구성되었다. AHP기법의 

상  평가방법에 따라서 각 평가항목별 비교를 한 결과, 환경성과 시공비용이 가장 가 치

가 높은 요한 평가항목으로 산정되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정성  평가항목에 한 평가모델

은 다양한 보수 안 에서 정성  평가항목을 고려하여 최 의 보수 안을 선정할 때 매우 유용

하게 활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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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cently the Near Surface Mounted (NSM) method has been proposed to improve disadvantage 

of externally bonded strengthening to the concrete structure method. But the NSM method 

showed the limit that it is difficult to assure of depth of concrete-cover in surface of structure. 

With this reason, this study suggests the Stirrup-Cutting Near Surface Mounted (CNSM) 

Method which can ensure to have the strengthening depth even thought it was hard to apply 

the NSM method to the deteriorated surface of concrete. In the result of the test, the flexural 

behavior of the structure applying the NSM and CNSM method was similar and it was 

evaluated that the effective strengthening length of reinforcement for NSM and CNSM method 

was more than 70% of span.

요  약

 최근 외부부착공법의 단 을 보완하기 해 보강면에 홈을  후 FRP보강재를 삽입하여 보강할 

수 있는 NSM공법이 연구되고 있다. 하지만 기존 NSM공법은 노후화된 콘크리트 구조물의 경우 피

복의 손상 등 단면 손실로 보강깊이의 확보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교축직

각방향 단철근 하부를 단하여 CFRP plate를 매립함으로써 보강깊이를 확보할 수 있는 stirrup

단형 CNSM 공법을 제안하고 이를 용한 구조물의 휨거동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해 보강공

법에 따른 하 -변  계, 보강길이에 따른 구조물과 보강재의 거동을 분석하 다. 실험결과 

CNSM공법을 용한 보 구조물의 휨거동은 기존 NSM공법을 용한 휨거동과 유사한 경향을 나타

내었다. 한 CFRP plate를 이용한 NSM과 CNSM공법에서는 보강길이가 순경간의 70%이상이 되

어야 보강재의 성능이 효과 으로 발휘될 수 있음으로 분석되었다.

CFRP plate를 용한 CNSM 공법의 보강길이에 따른 

휨 보강성능 연구

Flexural Strengthening Capacity of Concrete Beam applying

the Stirrup-Cutting Near Surface Mounted(CNSM) Method

 with the Various Strengthening Length of the CFRP pl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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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재 상당수의 보수작업은 외국의 재료  시공기술을 도입하여 사용하거나, 혹은 충분한 경험 혹

은 객 인 선정평가가 이 지지 않고 그 작업이 이 지고 있어 신뢰할 만한 수 의 성능을 확보하

기가 어려운 상황에 있다. 한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손상원인에 따른 최  보수보강지침이나 시공재

료의 선정기 이 없어 피착체와 유사한 재료(repair like with like) 혹은 구하기 쉬운 재료, 작업자에

게 익숙한 재료가 최 의 재료인 것처럼 확신하며 사용하고 있다. 한, 콘크리트 보수재료에서 몇몇 

재료가 만능 재료인 것처럼 오인하여 용환경의 향, 보수재료의 역학 /화학  성능, 시공비용, 환

경성, 작업성, 미 성 등의 여러 가지 정성  성능을 종합 으로 고려하고 있지 않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보수재료의 선정기   정성 인 항목에 하여 체계 이고 효율 인 평가가 

이 질 수 있도록 선정기 을 선정하고, 각 기 별 가 치를 도출함으로써 각 보수 안을 객 이면

서 정량 으로 평가하는 방법에 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2. 연구의 범   방법

2.1 연구의 범

일반 으로 최 의 보수재료를 선정하기 해서는 다양한 정성 , 정량  평가항목에 하여 종합

이면서, 객 인 평가가 이 져야 한다. 보수재료의 선정기 은 그림 1과 같이 정성  항목과 정량

 항목으로 구분하여 계화할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정성  항목만을 평가하고자 한다. 이를 

해서는 정성  항목을 평가할 있으면서, 한 보수재료를 선정하는 과업 자체가 다기 의사결정의 속

성을 띄므로 이를 반 하여 평가할 수 있는 계층분석기법(Analytical Hierachy Process; AHP)를 사용

하 다.

그림 1 최적 보수재료 선정을 위한 요구성능의 분류 및 본 연구의 범위

2.2 연구 방법  차

최  선정 모델의 제 조건으로는 객 인 평가와 다기  속성을 가지는 평가기 을 종합 으로 

반 할 수 있는 방법이어야 한다. 즉 다기 의사결정의 특징을 보이는 보수재료의 선정 문제가 지니는 

특성을 보다 효율 이고, 타당성있게 해결할 수 있는 체계 이고, 객 인 근법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Analytic Hierarchy Process(AHP)를 이용하여 다기 의사결정의 형태를 보이는 보수재료 선정

과정을 효과 으로 모델링하 다. 그림 1에는 본 연구에서 지향하는 보수재료 최  선정 차가 요약

으로 표 되어져 있다. 본 연구서는 최  보수재료 선정을 한 평가 기   정성  항목만을 그 



수  1 수  2 수  3 설명

정성  
요구성
능; 
QL1

미 성능
; QL21 

마감성; QL31 완성된 보수부 의 이웃 면과의 어울림의 정도, 외  등을 나타내는 
특성

변동성; QL32 완성된 보수부 가 노출환경에 쉽게 변색, 변형되지 않는 성질, 즉 내
후성과 련있는 특성

환경성; QL22 재료의 운반, 용,   시공, 유지 리  폐기 시 인체에 유해한 것으
로 알려진 각종 VOC  건설안 보건법에서 규정하는 각종 유해물을 
포함하고 있는 정도

작업성); 
QL23

품질 리난이; 
QL33

보수재료의 구성  시공 그리고 완료후 보양 등 과정의 어려움의 정
도를 나타내는 특성

구성재료수; 
QL34

보수재료를 구성하는   부수구성재료의 수를 가르키는 것으로써 구성
재료의 수가 많을수록 품질 리가 어려우므로 불리하게 작용함.

시공성; QL35 보수재료를 제조 혹은 배합해서 용하는 차의 버러움  용하기 
쉬운 정도를 나타내는 특성

경제성; 
QL24

시공비용; QL36 보수재료를 실제 용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의 정도

보수공기; QL37 보수재료를 용/시공하는 소요되는 시간  소정의 성능을 발휘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

소요장비; QL38 보수재료를 용/시공하는 데 소요되는 장비  소모품의 수량

표 3 정성적 평가항목의 종류

1. 요구성능 평가 항목 설정
2. 요구성능 평가 방법 설정
3. 최소요구성능 기준 설정

1. 적용환경에 부합되는 다수의 보수 대안 선정
2. 보수대안들의 최소요구성능기준에 의한 필터링
3. 설정된 평가 방법에 따른 각 대안의 성능 평가

1. 각 성능평가항목의 위계구조화
2. 각 성능 평가항목 별 성능지수 결정
3. 성능지수의 상대적 중요도(local relative weight) 
산정
4. 각 수준에서의 성능 기준 별 상대적 중요도(local 
relative weight) 산정
5. 각 대안의 성능 평가를 위한 최하위 기준에 대한
상위 기준들의 상대적 중요도 종합화(global relative 
weight) 

1. 각 대안의 평가항목 별 성능지수 절대 평가
2. 최종 가중된 각 대안 별 평가치 산정
3. 평가치가 가장 높은 대안을 최적 보수재료로 선정

요구성능기준의 설정

각 대안의 성능 평가

재료선정 모델링

각 대안의 평가 및 최종
선정

그림 2 본 연구에서 제시된 보수재료 최  선정 차

보수 안 분류 구성분

Repair A PCM NO2-계 방청제를 혼입한 SBR 
개질 시멘트 모르타르

Repair B PCM 하이드로탈사이트를 혼입한 아
크릴 개질 시멘트 모르타르

Repair C PCM 실란을 혼입한 아크릴 개질 시
멘트 모르타르

Repair D FRM 유리섬유 보강 고로슬래그 혼입 
시멘트 모르타르

Repair E PCM PAE 개질 시멘트 모르타르

Repair F RM 에폭시 모르타르

표 2 보수 안으로 선정된 보수재료의 특징

상으로 하고 있으며, 먼 , 정성  

평가항목을 계 으로 분류한 후 각 

항목별 비교를 통해 상  요

도인 가 치를 산정한 후 비 선정된 

보수 안들의 각 평가항목 별 평가치

를 상  비교방법을 통해 평가치를 

산정하 다. 이 게 산정된 평가치는 

각 평가항목별 가 치를 부여함으로써 

최종 평가치를 구하여 비선정된 보

수 안들을 평가하는 시스템을 구축하

다.

3. 연구내용

3.1 보수 안의 비선정

최 의 보수재료를 선정하기 해서

는 수많은 형태와 상호로 시 에 나와 

있는 보수 재료 에서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한 평가기 에 따라 평

가할 수 있는 수량으로 필터링을 하여야 한다. 이에 

각국의 규 와 연구자료를 통해 마련된 최소성능기

을 만족하는 보수 안을 표 1과 같이 비 선정

하 다.
1)

3.2 정성  평가항목의 분류  가 치 산출

보수 안에 하여 정성 으로 평가할 항목은 다

음 표 3과 같으며, 각 평가항목별 상  평가에 의

한 가 치는 표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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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cently the Near Surface Mounted (NSM) method has been proposed to improve disadvantage 

of externally bonded strengthening to the concrete structure method. But the NSM method 

showed the limit that it is difficult to assure of depth of concrete-cover in surface of structure. 

With this reason, this study suggests the Stirrup-Cutting Near Surface Mounted (CNSM) 

Method which can ensure to have the strengthening depth even thought it was hard to apply 

the NSM method to the deteriorated surface of concrete. In the result of the test, the flexural 

behavior of the structure applying the NSM and CNSM method was similar and it was 

evaluated that the effective strengthening length of reinforcement for NSM and CNSM method 

was more than 70% of s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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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vel 1 Level 2 Level 3 Global Weights

정성  
요구성능
; QL1

미 성능 
(L:.148); QL21 

마감성 (L:.571); QL31 0.148*0.571=0.084 

변동성 (L:.429); QL32 0.148*0.429=0.064 

환경성
(L:.222); QL22

0.220 

작업성
(L:.249); QL23

품질 리난이 (L:.540); QL33 0.249*0.540=0.136 

구성재료수 (L:.297); QL34 0.249*0.297=0.076 

시공성 (L:.163); QL35 0.249*0.163=0.040 

경제성
(L:.381); QL24

시공비용 (L:.603); QL36 0.381*0.603=0.228 

보수공기 (L:.315); QL37 0.381*0.315=0.120 

소요장비 (L:.082); QL38 0.381*0.082=0.032 

표 4 정성적 평가항목의 상대적 중요도

"Repair A"
"Repair B"
"Repair C"
"Repair D"
"Repair E"
"Repair F"

"QL31" "QL32" "QL22" "QL33" "QL34" "QL35" "QL36" "QL37" "QL38"

0.356 0.204 0.114 0.234 0.154 0.235 0.068 0.105 0.163
0.252 0.141 0.144 0.140 0.100 0.127 0.253 0.160 0.127
0.145 0.124 0.125 0.104 0.070 0.176 0.102 0.091 0.097
0.045 0.057 0.348 0.112 0.074 0.140 0.374 0.061 0.302
0.127 0.138 0.214 0.345 0.279 0.242 0.161 0.194 0.245
0.076 0.335 0.055 0.065 0.324 0.080 0.043 0.390 0.065

⎡ ⎤
⎢ ⎥
⎢ ⎥
⎢ ⎥
⎢ ⎥
⎢ ⎥
⎢ ⎥
⎢ ⎥
⎣ ⎦

0.021
0.016
0.055
0.034
0.019
0.010
0.057
0.030
0.008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0.039
0.044
0.028
0.053
0.053
0.034

⎡ ⎤
⎢ ⎥
⎢ ⎥
⎢ ⎥
⎢ ⎥
⎢ ⎥
⎢ ⎥
⎢ ⎥
⎣ ⎦

Evaluation value of Qualitative Performance Relative weights of 
evaluation items

=

Weighted 
evaluation value of 

each alternative

Eval.qualitative GlobalW.qualitative Weighted evaluation
In qualitative performance× =

3.3 정성  평가항목에 한 보수 안의 상  평가

최소성능기 을 만족하는 비선정된 보수 안에 하여 표 4와 같은 가 치를 가지는 정성  평

가항목에 하여 종합화를 하면 아래와 같다.

즉 각 보수 안의 평가치 행렬의 정성  평가항목의 가 치 행렬에 한 곱을 계산하면 최종 인 

평가치가 되며 6개의 보수 안  Repair D와 Repair E가 가장 높은 평가치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이 두 안을 우선 선정한 다음에 추가 으로 LCC분석을 함으로써 최종 으로 최 의 보수재료를 선

택할 수 있을 것이다.

4. 결론

본 연구는 정성  요구성능 측면에서 수많은 보수재료 에서 최 의 보수재료를 선정하기 해 다

기  의사결정에 유효하게 용되고 있는 AHP기법을 활용하여 선정모델을 구축하 다. 정성  요구

성능 측면에서 보자면 여러 평가기  에서 환경성과 시공비용이 가장 요도가 높은 것을 악되었

다. 이 게 정성  항목을 효율 으로 평가할 수 있는 평가모델을 구축함으로써 여러 보수 안을 효율

으로 평가하고 선정 우선순 를 정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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