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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면매입보강방법으로 콘크리트내에 매입된 FRP 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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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cently, in retrofit of RC structures using FRP (Fiber Reinforced Polymer), researches about Near-Surface-

Mounted Rertofit (NSMR) method have been widely performed. In NSMR, FRP bar is normally inserted in the slit formed in the

cover concrete and then bonded by using epoxy mortar. In this paper, the bond characteristic of NSMR using FRP plate instead

of bar was studied experimentally. Fracture behavior is observed from bond test using the parameters of embedment length, shear

key, and FRP plate layer. In addition, an equation to predict the splitting strength of NSMR using FRP is proposed using the test

result. The results showed that when the longer embedment length and more layers of FRP are used, the higher bond strength is achieved.

There was a good co-relationship between the test and calculated results using the proposed equation. 

Keywords : near-surface-mounted rertofit (NSMR), FRP plate, bond test, embedment length, shear key

1. 서 론

최근 콘크리트 구조물의 보강시 사용되는 FRP(fiber rein-

forced polymer)를 이용한 보강에서, 철근콘크리트의 피

복 부분에 홈을 형성하고 이 홈내부에 FRP 바를 삽입한

후 에폭시 모르타르 등으로 보강하는 방법, 즉 표면매입보

강(near-surface-mounted retrofit, NSMR) 방법의 연구가

최근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 방법은 콘크리트에 홈을

형성하는 추가의 작업이 필요하지만, 보강 효과를 높일

수 있고 FRP가 표면에 노출되지 않기 때문에 환경의 영

향을 저감시킬 수 있다. 

그러나 이 방법의 문제점은 원형 또는 각형인 FRP 바

를 삽입하고 충분한 에폭시 모르타르를 충전하기 위해서

일정 크기 이상이 되는 홈을 형성해야 하기 때문에 홈

형성 작업이 어렵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정우태,
1)
 임동환,

2)
 EI-Hacha와 Rizkalia,

3)
 Yost

4)

그리고 Blaschko
5)
 등은 콘크리트 부재에 폭이 좁고 깊이

가 긴 홈을 형성하고 이 내부에 FRP 판을 세로로 세워

서 매입하여 보강하는 비교적 시공이 용이한 방안을 강

구하고 이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였다. 이들의 연구 결과

는 이 방법이 다른 NSMR 방법에 비하여 홈작업이 용이

하고, 홈내에 삽입된 FRP 판의 부착력이 높아 보강 효

율이 높은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이들 연구에 연속된 연구로서, 실험을

통하여 FRP 판을 이용한 표면매입보강시 인발력에 대한

거동 및 파괴 양상을 관찰하고 부착 내력을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자 한다. 

2. 표면매입보강공법에 관한 기존 연구
 

콘크리트 피복내에 홈을 형성한 뒤 FRP 보강재를 매

입하여 보강하는 표면매입보강법의 우수성은 Nami
6)
가 실

시한 고속도로 교량을 대상으로 한 휨실험으로부터 알

수 있다. 이 연구에서 CFRP 판을 외부표면에 부착시킨 경

우에는 CFRP 판이 최종단계에서 박락되었으나, 바형태

로 제작한 CFRP를 콘크리트 표면에 매입시킨 경우에는

CFRP 바가 인장 파단되었고, 전체 내력에 대한 기여도

도 각각 17%와 29%로서 표면매입보강이 효과적인 것으

로 나타났다.

그러나 DeLorenzis 등
7)
이 실시한 표면매입으로 FRP 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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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강된 T형보의 휨실험 연구에 따르면, 비록 보강 효과

는 최대 44% 상승하였지만, 최종 파괴는 표면매입된 FRP

바의 부착 파괴에 의해 내력이 결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EI-Hacha와 Rizkalia
3)
는 동일 축강성을 갖는 표면 부착

보강과 FRP 판, FRP 바를 이용한 표면매입보강에 대하

여 각각 그 성능을 보 휨실험으로 평가하여 표면매입보

강이 표면부착보강에 비하여 훨씬 높은 보강 성능을 보

유하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특히 FRP 판을 부재내에 세워

서 삽입 보강한 경우가 가장 우수한 성능을 발휘하는 것

으로 발표하였다. Yost 등
4)
은 철근콘크리트 휨부재를 대상

으로 주근비와 표면매입보강 FRP 판의 보강량 등을 변수

로 휨실험을 실시하여, 표면매입보강을 함으로써 강도와

강성 등에서는 현격한 향상이 가능하지만, 에너지 연성과

변위 연성의 측면에서는 감소를 유발하는 것으로 밝혔다.

국내에서는 정우태
1)
가 표면부착보강과 FRP 바와 판으

로 표면매입보강된 RC보에 대한 휨실험을 실시하여 표

면매입보강이 표면부착 보강에 비하여 약 50% 보강 효

과가 증가하지만 여전히 부착 파괴가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임동환
2)
은 I형과 T형 FRP 판을 이용하여 표면매입보강

한 T형 보의 휨 거동에 대한 실험연구를 실시하여 I형 판

에 비하여 T형 FRP 판으로 표면매입보강된 경우가 훨씬

높은 보강 성능을 발휘하며 균열폭을 제어함에 있어서 매

우 우수한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상과 같은 기존 연구를 통하여 표면부착보강에 비하

여 표면매입보강이 보강 효율의 측면에서 우수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보강의 경우에도 궁극적으로 부

착파괴가 존재함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연구의 필요성을 모두 제시하고 있다. 표면매입보강에서

부착 파괴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FRP 보강재와 콘

크리트와의 부착 특성을 파악하고 이를 근거로 부착 파

괴를 방지하기 위한 부착 길이를 설계함이 바람직하다.

이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실험을 통하여 FRP 판을 이

용한 표면매입보강시 인발력에 대한 거동 및 파괴 양상

을 관찰하고 부착 내력 평가 방법을 연구하고자 한다. 

3. 실 험

3.1 실험체 계획 및 제작

이 실험에서 대상으로 하고 있는 보강 방법은 Fig. 1에

나타낸 바와 같이, 폭이 좁고 깊이가 깊은 FRP 판을 콘

크리트 표면에 매입보강하는 공법이다. 이 방법은 바형태

의 표면매입에 비하여 콘크리트 절단작업이 용이하며 FRP

판의 매입이 용이하고 부착 면적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장

점이 있다. 

실험에서 고려한 주요 변수는 매입 길이와 전단키의 개

수, FRP 판의 개수이다. 실험 방법은 ACI 440.3R-04
8)
에

따라 실시하도록 계획하였다. 

Fig. 2는 실험체 형상, Table 1은 실험체 일람을 나타낸

다. 실험체는 200 × 200 × 400 mm의 두개의 콘크리트 블

록에 지름 30 mm의 파이프를 블록 중앙에 매설하여 제작

을 하였다. 실험체에 사용된 콘크리트는 레디믹스트 콘크

리트로, 배합강도 21 MPa을 기준으로 사용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FRP 보강재는 탄소섬유계로서 두께

1.2 mm, 폭 50 mm로서 표면부착 보강시에는 1매를 부착

보강하였다. 표면매입보강시에는 폭 50 mm의 FRP 판을

16 mm의 폭으로 삼등분하고 이를 1줄로 겹쳐 부착시킨

뒤 폭 7.1 mm, 깊이 20 mm의 홈에 매입하였다. 보강재의

단면적은 거의 유사하도록 하여, 보강 방법에 따른 부착

성능 차이를 구명하고자 하였다.

전단키가 있는 경우, 지름 20 mm 깊이 17 mm로 전단

키를 제작하고 전단키가 1개일 때 가력 방향에서 50 mm위

치에 설치하고, 2개일 때는 65 mm 간격(부착 길이 150 mm),

90 mm간격(부착 길이 200 mm), 140 mm(부착 길이 300 mm)

간격으로 설치를 하였으며 측정부위 보다 비측정 부위가

먼저 파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비측정 블럭 실험

체에는 400 mm의 부착 길이와 4개의 전단키 그리고 폭

300 mm의 FRP 시트로 추가 보강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FRP

판 중앙부에 길이 방향으로 30 mm 간격으로 변형률 게

Fig. 1 NSMR with CFRP plate

Fig. 2 Specimen detai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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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를 부착하였다.

이 연구의 실험체에 사용된 콘크리트의 28일 압축강도는

21 MPa이고 CFRP 보강재는 S사의 Carbodur-Plate S512/80

이며 두께 1.2 mm로서 인장강도는 2,800 MPa, 탄성계수는

160,000 MPa이다. 접착용 레진은 Sikadur®-30 2액형 레진

으로서 S사에서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압축강도 70 MPa,

인장강도는 28 MPa, 전단강도는 18 MPa, 그리고 탄성계수

는 128,000 MPa이다. 

3.2 실험 방법

실험체 가력 상황은 Figs. 3과 4에 나타내었으며, 가력

은 미리 제작된 프레임에 고정시킨 200 kN 오일잭을 사

용하였다.

또한 하중 가력 시 FRP의 변형률을 측정하기 위해 콘크

리트의 박리가 예상되는 지점에 30 mm간격으로 부착 길

이 150 mm의 실험체인 경우 5개, 200 mm 7개, 300 mm

10개의 변형률 게이지를 부착하여 FRP 보강재의 인장 변

형률을 측정하였다.

실험체의 인장 변위를 측정하기 위해 콘크리트 블록 측

정부 중앙에 변위계(50 mm, LVDT 1, 2)를 설치하였다. 실

험체는 30 mm파이프에 25 mm 강봉을 삽입하고 중앙을

너트로 체결, 고정하여 실험체의 한쪽 끝을 고정하였다.

실험체의 균형을 위해 양단부에 롤러와 힌지를 사용하였

고, 점진적으로 하중 컨트롤을 하여 측정은 정적응력 측

정기인 TDS-602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3.3 실험 결과

3.3.1 하중-미끄러짐 곡선

실험 결과 나타난 각 실험체의 하중-미끄러짐 곡선을

비교하여 Fig. 5에 나타내었다.

1열 매입된 실험체에서는 매입 길이가 길어질수록 내

력은 증가하나 강성이 저하되는 양상을 보였다. 그러나

전단키가 있는 경우에는 이와 같은 강성저하 현상이 일

정한 양상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3열 매입인 경우에도 매입 길이가 길어질수록 내력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술한 바와 같이 강

성은 매입 길이에 따라 일정한 양상을 보이지는 않았다.

이와 같은 양상을 보이는 것은 실험체가 전체적으로 콘

크리트 할렬에 의해 파괴되는 양상을 보였고 콘크리트의

할렬 파괴의 경우에는 변위에 있어서 그 편차가 크기 때

문으로 사료된다. 

1열 매입과 3열 매입 모두, 전단키가 있음에 따른 영향

은 미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단키의 역할이 FRP

판과 콘크리트의 부착강도 증진인 반면에 최종 파괴는 콘

크리트의 할렬에 의해서 지배됨으로 인하여 그 영향이 낮

게 나타난 것으로 사료된다. 

3.3.2 위치별 FRP의 변형도 분포

Fig. 6은 매입 길이가 다른 각 실험체에 대하여 FRP 위

치별 변형도 값을 나타낸다. 가로축의 값은 인장력이 작

용하는 표면에서부터의 거리를 나타내며 -70의 위치는 실

험체 중앙부로서 비매입된 부분을 나타낸다. 하중 작용

방향에 가까이 위치할수록 변형도가 크고 멀어질수록 변

형도가 감소하며 그 양상은 선형적임을 알 수 있다. 그러

Table 1 Test specimen

Specimen 

name

Bond length

(mm)

CFRP plate size 

Shear keyLayer-thickness

(mm)

Width

(mm)

150-1 150

1-3.6 16

None200-1 200

300-1 300

150-1-1S 150

1 Layer200-1-1S 200

300-1-1S 300

150-1-2S 150

2 Layer200-1-2S 200

300-1-2S 300

150-3 150

3-1.2 16

None200-3 200

300-3 300

150-3-1S 150

1 Layer200-3-1S 200

300-3-1S 300

150-3-2S 150

2 Layer200-3-2S 200

300-3-2S 300

150 - 1 - 1S

No. of shear key for each FRP plate

No. of FRP plate

Embedment length

Fig. 3 Loading concept

Fig. 4 Test set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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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3열 매입이고 매입 길이가 300 mm인 경우에는 실제

매입 길이가 300 mm이지만, 변형도가 발생하는 위치까지

의 거리는 190 mm까지로 나타났다. 또한 변형도 분포의

형태도 선형적인 관계가 아닌 함수형태로 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3.3 파괴 양상

실험체의 파괴 양상은 콘크리트의 할렬 파괴에 의해 지

배되는 경우와 CFRP의 파단에 의해 내력이 결정되는 경

우로 구분할 수 있었다. Fig. 7은 1열 매입과 3열 매입된

대표적인 실험체의 실험 종료 후 파괴 형상을 나타낸다.

매입 길이가 짧은 실험체의 경우에는 콘크리트의 할렬 파

괴 양상을 보였고, 3열로서 매입 길이가 300 mm인 실험

체에서는 CFRP가 파단되는 양상을 보였다. 

3.4 실험 결과의 분석

각 실험체의 균열하중(Pcr), 최대 하중(Pu) 그리고 최대

Fig. 5 Load-slip cur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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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중시의 변위(δu)를 정리하여 Table 2에 나타내고 매입열

수별로 최대 하중 변화를 Fig. 8에 나타내었다.

전술한 바와 같이, 매입 길이가 길어질수록 최대하중이

증가하고 매입 길이가 150 mm에서 200 mm, 300 mm로 각

각 1.33배와 2배 증가함에 따라 최대 내력은 1열 매입의

경우 최대 1.4배, 3열 매입인 경우에는 최대 1.22배 증가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부터 매입 길이에 따라 선형

적으로 강도가 증가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동일한 보강

량을 3열로 분산 보강할 경우, 부착 면적이 증가함에 따

라 내력이 약 1.5배 증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표면매입보강 CFRP 판의 정착 내력

표면매입보강된 FRP 판의 인장력에 대한 부착 저항은

매입된 FRP 판의 파단, 충전된 에폭시와 FRP 판사이에

서의 부착, 그리고 콘크리트의 할렬강도 등에 의해 이루

어진다. 충분한 매입 길이가 확보되어 FRP 판의 인장 파

단에 의해 내력이 결정될 경우, FRP 판의 강도로 내력이

결정되지만, 그 이전에 부착 파괴에 의한 미끄러짐이 발

생하거나 콘크리트가 할렬 파괴 될 경우에는 낮은 내력

을 보이게 된다. 

표면매입된 FRP 판의 부착강도는 기존의 연구 결과로

부터, FRP 판과 콘크리트를 접착시키는 충전 에폭시의 강

도, 매입 길이와 FRP 판의 폭에 의해 결정되는 접촉 면적,

콘크리트 강도, 연단 길이 등이 주요 영향 요소임을 알

수 있다. 

파괴 기구별 내력은 다음 식에 따라 산정할 수 있다. 

 

Fig. 6 Strains of CFRP at load ste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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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P의 인장파단: Tf1 = Af ff (1)

-충전 에폭시의 전단파괴: Tf2 = λτf(2bf ld) (2)

-콘크리트 할렬 파괴: Tf3 = 0.57β Afr (3)

Tf = min.{Tf 1, Tf 2, Tf2} (4)

여기서, bf는 FRP 판의 폭, λ는 유효부착감소계수, ld는 매

입된 FRP의 부착 길이, Afr은 콘크리트 할렬 파괴선으로

형성된 표면적이다.

fck

Fig. 7 Failure shape

Table 2 Test specimen

Specimen

name 

Pcr

(kN)

Pu δ
u

(mm)

Cal.

Eq.(1)

(kN)

Test

/Cal. (kN) Pu / P150

150-1 86.29 88.25 1.00 1.275 89.97 0.98 

200-1 89.24 90.22 1.02 1.855 99.48 0.91 

300-1 98.06 125.52 1.42 2.7 119.81 1.05 

150-1-1S 86.78 90.22 1.00 1.5 89.97 1.00 

200-1-1S 96.10 100.02 1.11 1.715 99.48 1.01 

300-1-1S 95.12 100 1.11 2.62 119.81 0.83 

150-1-2S 74.53 90.22 1.00 1.03 89.97 1.00 

200-1-2S 86.29 101.98 1.13 1.74 99.48 1.03 

300-1-2S 89.24 113.75 1.26 2.2 119.81 0.95 

150-3 65.70 130.42 1.00 1.585 144.81 0.90 

200-3 129.44 133.37 1.02 1.43 154.47 0.86 

300-3 117.67 158.86 1.22 2.875 173.78 0.91 

150-3-1S 105.91 134.35 1.00 2.01 144.81 0.93 

200-3-1S 103.95 151.02 1.12 1.845 154.47 0.98 

300-3-1S 119.64 158.86 1.18 3.215 173.78 0.91 

150-3-2S 106.89 136.31 1.00 2.59 144.81 0.94 

200-3-2S 101.98 146.11 1.07 2.28 154.47 0.95 

300-3-2S 119.64 158.86 1.17 1.715 173.78 0.91 

Fig. 8 Ultimate load variation according to embedment leng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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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 대상으로 하고 있는 표면매입보강공법의

경우에는 시공상의 특성에 의하여 연단거리와 FRP 판의

매입 깊이 등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은 제한된

조건에서의 실험으로부터 인발력에 대하여 콘크리트 할

렬 파괴로 최종 파괴되는 경우가 많았고 이와 같은 경우

에는 할렬 파괴기구에 의해 전체 거동이 지배된다. 

Fig. 9는 단일 FRP 판 매입시와 무리로 FRP 판을 매입

한 경우 할렬 파괴면을 이상화하여 나타낸 것이다. 파괴

면을 따라 콘크리트가 할렬 파괴할 경우의 콘크리트 인

장강도는 다음식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5)

여기서 β는 실험상수로서 0.7을 사용하였다. Afr은 파괴면

의 표면적, tf와 bf는 각각 FRP 판두께와 폭, he는 매입 길

이이다.

식 (5)에서 k는 실제 매입된 길이에 곱하는 저감계수로

서 실험 결과의 관찰을 통하여 매입 길이가 길어질수록

유효매입 길이비가 감소되는 현상을 반영한다. 

be1과 be2는 FRP 판에서부터 투영되는 파괴면까지의 거

리로서 매입 길이와 파괴각도에 따라 변하기 때문에 식 (6)

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6)

이 연구의 실험에서의 파괴 양상을 관찰한 결과를 토

대로, α1과 α2의 값으로서 각각 0.3과 0을 적용하였다. 

여러 개의 FRP 판을 매입한 경우에는 각각의 FRP에 대

한 be1이 중첩될 수 있다. 이때에는 무리효과를 고려하여

야 하며, Fig. 7(b)와 같이 무리에 의해 형성되는 파괴면

의 면적을 사용한다. 이때 투영된 파괴면이 부재의 연단

에 지나치게 가까이 위치할 경우에는 양 측단의 be1은 그

영향이 미미해질 가능성이 높다. 또한 이 연구의 실험조건

이 실제 휨부재에서는 콘크리트의 응력 및 지지상태와는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여 수정할 필요가 있다.

실제 부착강도는 전술한 바와 같이, FRP의 파단, 계면

에서의 미끄러짐 그리고 콘크리트의 할렬 파괴를 고려하

여 이 중 지배하는 강도로 내력을 산정해야 한다. 이 연

구에서의 실험에서는 대부분 실험체의 파괴 양상이 콘크

리트 할렬 파괴로 나타났으며, 이를 고려하여 산정한 내

력을 실험 결과와 비교하여 Table 2에 나타내었다. 

무리 효과를 고려하여 산정한 3열 보강 실험체에서는

실험 결과가 과소평가되는 양상을 보였는데, 이는 단부

연단효과가 적절히 반영되지 않음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

되며, 이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요망된다.

5. 결 론

1) FRP 판을 표면매입보강한 부재의 실험을 통하여 FRP

인발강도는 매입 길이가 길어질수록 증가하지만 선

형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

났다. 

2) FRP 판과 콘크리트의 부착 성능을 높이기 위하여 형

성한 전단키는 콘크리트 할렬 파괴로 최종 파괴될

경우, 인발강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

났다. 

3) 동일한 보강량을 3열로 분산 보강할 경우, 부착 면

적이 증가됨으로 인하여 내력이 약 1.5배 증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이 연구의 표면매입보강시에는 콘크리트 할렬 파괴

에 의해 내력이 결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이 경

우 콘크리트 파괴면의 인장파괴관계를 이용하여 파

괴강도를 산정할 수 있다. 이 관계를 이용하여 내력

식을 정리하고 실험체의 내력을 계산한 결과 실험

결과와 좋은 대응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FRP 판

표면매입보강의 콘크리트 할렬 파괴시 인발강도를

적절히 예측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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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콘크리트 구조물의 보강시 사용되는 FRP(fiber reinforced polymer)를 이용한 보강에서, 철근콘크리트의

피복부분에 홈을 형성하고 이 홈내부에 FRP 바를 삽입한 후 에폭시 모르타르 등으로 보강하는 방법, 즉 표면매입보강

(near-surface-mounted retrofit, NSMR)방법의 연구가 최근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 연구는 FRP 판을 철근콘크리트 표

면에 매입보강시 FRP 판의 부착 특성을 실험적으로 연구한 논문이다. FRP 판의 매입 길이, 전단키의 유무, 보강열 수

등을 변수로 부착 실험을 실시하여 파괴 기구를 관찰하고 이를 근거로 콘크리트 할렬 파괴시의 인발강도를 산정할 수

있는 강도식을 제안하였다. 실험 결과 매입 길이가 길수록 인발 내력은 증가하며 FRP 판의 열수가 증가할수록 내력이

증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콘크리트의 할렬 파괴를 고려하여 내력을 산정한 결과 실험 결과와 좋은 대응을 보이는 것

으로 나타났다. 

핵심용어 :표면매입보강, FRP 판, 부착 실험, 매입 길이, 전단키, 할렬 파괴, 인발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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