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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경주와 포항에서 발생한 두 차례의 큰 지진은 민간 건축물에 막대

한 피해를 입혔으며, 민간 건축물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조적조 건축물의 

손상이 다수 발생하였다. 조적벽체는 시공 특성상 벽돌과 모르타르 등의 이

종 재료로 제작되어 그 역학적 특성을 예측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몇

몇 연구자들은 여러 재료실험을 통해 조적의 구조적 특성을 수행하였는데, 

Yu and Kwon은 줄눈용 모르타르의 재료로 각각 시멘트와 석회를 사용하

여 제작한 조적프리즘의 압축 및 사인장전단강도를 평가하여 그 역학적 특

성을 비교하였으며, Kim et al.은 조적용 모르타르의 배합비에 따른 조적조 

프리즘의 압축 및 사인장전단강도 실험을 수행하여 모르타르 압축강도와 

프리즘 탄성계수의 약산식을 제시하였다[1, 2]. Yang et al.은 조적요소의 

사인장실험을 통해 전단응력-변형률 관계를 평가함으로써 조적벽체 해석 

등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였다[3]. 

우리나라의 내진설계기준은 1988년 처음 제정되었지만 조적조 건물의 

경우 그 이전에 지어진 건물이 많을 뿐만 아니라 저층건물이 많아 내진설계

가 적용되지 않은 건물이 대부분이다. 또한 제한된 공사범위, 공사기간, 비

용 등의 이유로 내진 보강의 활성화 또한 쉽지 않은 상황이다. 더불어 최근

에는 조적조가 내진성능에 상당한 영향을 주며 실제 지진에 대한 피해사례

가 심각한 상황임을 인지하여 국내·외에서 조적조 건물에 대해 다양한 내진

보강안을 제시하고 있는 추세이다. 먼저 Choi et al.은 PVA섬유를 혼입하

여 개발된 숏크리트형 ECC(Engineering Cementitious Composite)를 통

해 비보강 조적벽체의 내진보강에 대해 연구하여 강도 및 변형 능력에서 우

수한 보강효과를 확인하였고, Taghdi et al.은 앵커를 이용해 조적벽체와 

기존구조체를 강판으로 보강하여 전단력과 연성능력이 증가하는 효과를 

보였다[4, 5]. 이외에도 Ismail et al.은 꼬인 강선을(twisted steel bars)을 

조적조 표면에 삽입하고 모르타르를 채워넣어 보강하였으며, Darbhanzi et 

al.은 조적벽체 양쪽 끝에 강선 긴장재(steel ties)를 앵커와 함께 수직으로 

보강하여 강도 증진효과를 확인하였다[6, 7]. Angelo et al.과 Almeida et 

al.는 보강용 모르타르와 고분자 고물망 (Polymeric nets) 및 탄소섬유메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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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bon fibre mesh)를 이용하여 조적벽체를 보강한 연구를 수행한 바 있

다[8, 9]. 몇몇 보강안의 경우 비용이 과도하거나 인동 간격이 좁은 민간건

축물에서는 시공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반면에 모르타르를 바르는 방식

의 보강은 시공이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강도증진에 한계가 있어 메탈

라스 또는 유리섬유 메쉬와 같은 별도의 보강재가 함께 사용된다. Yu and 

Park은 보다 강도가 높은 강섬유를 혼입하여 보강 효과를 실험적으로 검증

한 바 있다[10]. 단, Yu and Park의 연구는 조적개체의 시공상태가 매우 양

호하여 일반적으로 보강이 요구된는 노후 비보강 조적조와는 상당한 괴리

가 있었다.

이 연구에서는 노후화된 조적조 건물을 간편하고 효율적으로 내진보강 

하기 위한 방안으로 강섬유보강 모르타르(Steel fiber-reinforced mortar, 

SFRM) 바름식 보강공법의 특성을 검증하기 위한 실험을 수행하였다. 

SFRM은 일반 시멘트 복합체에 강섬유를 혼입하여 모르타르의 취성적 거

동을 개선하고 인장강도, 인성 등 역학적 성질을 개선한 재료로서 섬유의 종

류, 혼입율, 배합비에 따라 그 특성이 다양하게 나타난다. 이 연구에서는 Yu 

and Park의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배합비를 바탕으로 추가적인 배합비를 

도출하여 시공성과 강도를 검증하였다. 또한 선행 연구에서 사용된 조적조 

프리즘 실험체와 달리 국내 건축물의 시공성에 맞게 사춤 상태가 불랑한 조

적조 프리즘 실험체를 대상으로 보다 개선된 배합비를 포함하여 보강효과

를 검증하였다. 조적조 재료는 조적조 건물에서 내력벽 또는 채움벽의 용도

로 사용되는 콘크리트 벽돌로 한정하였다. 

2. SFRM 배합비 결정 

2.1 보강 재료 선정

SFRM은 보강재인 강섬유에 의해 그 성능이 크게 좌우된다. 본 연구에

서 사용한 강섬유는 비정질 강섬유 (amorphous steel fiber, ASF)로 일반 

강섬유에 비해 인장강도 및 휨강도가 우수할 뿐만 아니라 거친 표면으로 콘

크리트와의 부착력을 증가시킨다[11]. ASF의 형상과 물성치를 각각 Fig. 1

과 Table 1에 나타내었다. 강섬유 보강 콘크리트 (steel fiber reinforced 

concrete)에 주로 사용되는 일반 후크형 강섬유의 경우 타설용으로는 적절

하지만 상대적으로 단면치수나 재료자체의 강성이 커 바름 시공성에 적합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바름식 시공 특성 상 모르타르가 굳은 후 표면에 섬

유가 노출될 경우 인명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 그에 반면 배합 시 잘 휘는 특

징을 갖는 ASF의 경우 바름식 시공에 적합하다.

2.2 배합비 선정 절차

이 연구에서는 SFRM 바름식 시공을 통한 비보강 조적조의 내진보강 공

법을 제시한다. 따라서 공법에 적합한 시공성 및 강도증진 효과를 만족하는 

SFRM 배합비 선정이 우선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배합비 선정은 Yu and 

Park의 선행연구에서는 모르타르에 대한 부피비 기준으로 섬유 혼입률 0, 

1, 1.3%에 대한 배합비를 도출하였으며, 이 연구에서는 섬유 혼입률 2.0%

에 대한 배합비를 추가적으로 도출하였다[10]. 배합비 선정절차는 선행연

구와 동일하게 진행하였으며, 1단계로는 Fig. 2와 같이 SFRM의 플로우 및 

부착성능 실험을 통해 시공성 만족여부를 확인한다[12-14]. 이때 목표 플

로우는 SFRM과 조적개체와의 부착성능이 우수한 180 mm로 결정하였으

며, 부착성능은 조적개체에 SFRM을 일정두께에 따라 단계적으로 바름식 

시공 후 처짐상태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수행하였다. 다음 2단계는 양호한 

시공성을 갖는 배합비의 SFRM을 대상으로 Fig. 3과 같이 압축 및 인장강

Fig. 1. Shape of amorphous steel fiber

Table 1. Properties of amorphous steel fiber

Type Amorphous steel fiber

Specific gravity 7.25

Tensile strength (MPa) 1400

Fiber thickness (μm) 24

Fiber length (mm) 15

Fiber width (mm) 1

Shape Flat and straight

(a) Flow test (b) Adhesion test

Fig. 2. Test of the constructability for SFRM

(a) Compressive strength (b) Tensile strength 

Fig. 3. Test of the strength for SF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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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를 측정하여 각각의 섬유혼입률 조건에서 강도증진 효과가 우수한 

SFRM 배합비를 최종 선정하였다. 

최종적으로 이 연구에서는 섬유 혼입율 0, 1, 2%를 적용하였으며 0% 

및 1%에 대해서는 선행연구의 배합비를 사용하고 2%에 대해서는 이 연

구에서 도출된 배합비를 사용하였다. 적용된 SFRM 배합비를 Table 2에 

나타내었다.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플라스틱계열의 합성섬유에는 PP 

(Polypropylene), PVA(Polyvinyl alcohol), PE(Polyethylene) 섬유 등

이 있으며 이는 주로 균열억제 및 내구성 증진의 목적으로 사용된다. 섬유보

강 모르타르의 내폭성능에 대한 실험적 연구를 진행한 Kim et al.은 다양한 

섬유에 따른 직접인장 실험을 수행하였으며 PVA, PE, 강섬유를 보강한 모

르타르의 인장강도가 유사한 수준으로 높은 증진율을 보인 것을 확인하였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수행한 공법에 적용하는 SFRM 배합비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ASF, PVA, PE섬유를 동일하게 혼입한 모르타르의 직접인

장 실험을 수행하였으며, 실험결과 Fig. 4와 같이 ASF를 혼입한 모르타르

의 인장강도가 가장 우수하였다[15].

3. 실험계획

국내에는 조적프리즘의 압축 및 사인장전단강도 실험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ASTM C1314 및 ASTM E519에 따라 실험을 수행하여 

프리즘의 보강 효과를 검증하였으며, 이 실험결과는 ASCE 41-17에서 제

시하는 조적벽체 파괴유형 중 양단부압괴파괴(toe crushing) 또는 대각인

장파괴(diagonal tension failure)에 따른 전단강도 산정 시 주요한 매개변

수로 적용할 수 있다[16-18]. 

3.1 실험체 제작

조적 프리즘의 압축 및 사인장전단실험을 위해 ASTM C 1314와 ASTM 

E519에 따라 실험체를 제작하였으며, Fig. 5와 같이 압축 실험 프리즘은 3

켜쌓기, 사인장전단 실험 프리즘은 6켜 쌓기로 모두 0.5B형태의 조적벽체 

프리즘으로 제작되었다.

3.1.1 조적 프리즘

조적 프리즘 실험체 제작 시 줄눈모르타르와 사춤상태의 경우 현장여건

을 고려하여 제작하였다. KCS 41 34 02는 줄눈모르타르의 표준배합비로 

시멘트:모래 = 1:3(부피비)을 제시하였지만 본 연구에서는 현장 여건을 고

려하여 시멘트 : 모래 = 1:5를 적용하였다[19]. 줄눈모르타르의 수중양생 

후 28일 압축강도는 10.5 MPa로 나타났으며, 이는 다양한 배합비에 따른 

줄눈모르타르의 압축강도에 대해 연구를 진행한 Yi et al.이 제안한 습윤양

생 줄눈모르타르 압축강도 예측식과 거의 일치하는 것을 확인하였다[20]. 

또한 줄눈의 사춤상태의 경우 기존 조적조 건축물의 경우 수평 줄눈은 비교

적 양호하지만 수직 줄눈의 사춤상태가 불량한 것을 고려해 실험체 제작 시 

Fig. 6과 같이 가력 부근을 제외한 수직 줄눈은 채워 넣지 않았다[21]. 프리

즘에 사용된 콘크리트벽돌은 190 × 90 × 57 mm 크기로 KS F 4004에 따라 

측정한 압축 실험 결과 24.7 MPa로 옥외 또는 내력 구조에 주로 사용되는 1

Table 2. SFRM Mixing ratios

Type Mixing ratio 1 Mixing ratio 2 Mixing ratio 3 

Cement : Sand* 1:1 1:1 1:1

W/C ratio (%)** 32 32 35

Fiber volume fraction (%)*** 0 1 2

Strength
Compressive 68 65 63

tensile 4.4 5.8 7.7

Cement : Sand* : volume ratio, W/C ratio (%)** : Water-Cement weight ratio, 

Fiber volume fraction (%)*** : volume ratio to mortar

Mixing ratio 1, 2 : Yu and park [10]

Fig. 4. Tensile strength for different types of fiber

(a) Prism for compressive test

(b) Prism for diagonal tension test

Fig. 5. Specimen of masony pr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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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벽돌의 품질을 만족하였다[22]. 

3.1.2 SFRM 보강 실험체

SFRM의 제작 순서는 균일한 품질성을 확보하기 위해 모두 동일한 순서

로 진행하였으며 보강 실험체 제작 시 실험실의 온도는 일반적인 20 °C 내

외를 유지하였다. SFRM의 배합은 시멘트와 잔골재를 건비빔 한 후 현장에

서 사용되는 믹서드릴을 이용해 물과 배합한 후 보강섬유를 투입하여 충분

히 비빔으로써 배합을 마무리 하였다. 

SFRM 바름식 공법의 시공성과 부착력 증진 등 효과적인 보강을 위해 

KCS 41 16 01 및 KCS 41 16 02의 바름 시공 관련 표준시방서를 참고하였

으며 제작 절차는 다음과 같으며, 각 절차에 따른 시공 모습을 Fig. 7에 나타

냈다[23, 24].

(1) 조적벽체 프리즘의 물축임을 통해 표면을 습윤한 상태로 유지 

(2) 부착력 증진을 위해 섬유가 혼입되지 않은 모르타르를 얇게 바름

(3) 와이어브러쉬를 이용하여 모르타르의 표면을 거칠게 긁어냄

(4) SFRM을 10 mm/1일 두께로 바름

(5) (1)~(4)단계를 반복하여 목표두께의 SFRM 층(layer)을 시공

3.2 가력 및 측정 계획

3.2.1 압축 실험

압축 실험 시 가력은 200Ton UTM을 통해 1 mm/min 변위제어의 단조

가력을 적용하였으며, 최대하중의 70%로 강도가 저하되는 변위에서 가력

을 종료하였다. 압축 프리즘 실험체의 수직 변형을 측정하기 위해 Fig. 8과 

같이 정면과 후면에 LVDT를 설치하였으며 각각의 변위계에서 측정된 수

직변위의 평균값을 산정하였다. 

3.2.2 사인장전단 실험

사인장전단 실험의 경우 압축 실험에 비해 상대적으로 하중용량이 낮을 

것으로 예상되어 0.6 mm/min 변위제어의 단조가력을 적용하였으며, 최대

Fig. 6. Poor construction of vertical joint

(a) Application of wet conditions (b) Overlaying the bed mortar 

(c) Application of rough surface (d) Overlaying the SFRM 

Fig. 7. Construction procedure of reinforced specimens

Fig. 8. Test setup for the compression test

Fig. 9. Test setup for the diagonal tension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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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중의 70%로 강도가 저하되는 변위에서 가력을 종료하였다. 사인장전단 

실험은 조적 프리즘을 45° 회전시킨 마름모 형태로 가력하므로 V형 지그를 

가압판에 추가로 체결하여 수행되었다. 사인장전단 실험체의 수직 및 수평

변형을 측정하기 위해 Fig. 9와 같이 프리즘에 LVDT를 설치하였다.

3.3 실험변수

SFRM 바름식 공법의 효과적인 보강안을 제시하기 위해 보강형태(단면

보강 및 양면보강), 섬유혼입율(%), 보강 메쉬의 유무를 실험변수로 결정

하였으며 그에 따른 실험체계획을 다음과 같이 Table 3에 나타내었다. 또

한 조적벽체의 경우 상대적으로 축력보다 횡력에 취약한 구조체임을 고려

하여 전단실험 계획에 더 다양한 실험변수를 고려하였다. 

Shabdin et al.는 유리섬유 메쉬와 숏크리트 형태의 고강도 모르타르를 

이용해 조적벽체를 보강하여 높은 보강 효과를 검증하였으며 이를 참고하

여 선행연구와 유사한 물성치의 유리섬유 메쉬를 보강 변수에 추가하였다

[25]. 또한 Sagar et al.의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보강 메쉬의 시공은 Fig. 10

과 같이 조적벽체에 바로 적용하는 것이 아닌 SFRM 레이어의 중간 위치 

(30 mm 바름 두께 중 15 mm 위치)에 시공하였다[26].

4. 실험결과

4.1 강도 및 탄성계수 산정

4.1.1 압축 및 전단강도 산정

조적 프리즘의 압축강도 및 전단강도 산정은 ASTM C1314 및 ASTM 

E519에 따라 각각 식 (1)과 식 (2)에 의해 산정한다. 

   ∙



(1)

여기서, 는 압축강도(MPa), 는 높이와 두께비를 고려한 보정계수, 는 

최대하중(N), 는 조적프리즘의 단면적(mm2)을 의미한다.






(2)


 



∙∙

(3)

여기서, 는 전단강도(MPa), 는 최대하중(N), 은 프리즘의 순 단면

적(mm2)을 의미하며, , , 는 각각 프리즘의 폭, 높이, 두께(mm), 은 

조적개체의 순단면적 비율을 의미한다.

4.1.2 탄성계수 산정 시 고려사항

ASTM C 1314와 ASTM E 519는 압축 및 전단 탄성계수 산정식으로 

각각 식 (4)와 (5)에 의해 같이 산정된다.



 


(4)






(5)

 


∆∆
(6)

여기서, 은 프리즘 탄성계수(MPa), 과 는 각각 의 5%와 33%에서

의 변형률을 의미한다. 은 전단탄성계수(MPa), 는 전단변형률을 의미

Table 3. Design of test program and specimens

Type of the 

test

SFRM 

overlay

Fiber 

volume 

fraction 

(%)

Glass 

fiber 

mesh

Specimen 

name*

Number of 

specimen

Compressive

- - - C - CP 3

1 side

2

X C - S2 3

O C - S2M 2

2 side
X C - D2 3

O C - D2M 2

Diagonal 

tension

- - - D - CP 2

1 side

0
X

D - S0 2

1 D - S1 2

2
X D - S2 3

O D - S2M 2

2 side

0
X

D - D0 2

1 D - D1 2

2
X D - D2 3

O D - D2M 2

Specimen Name* : Example) C – S2M

C : Compressive, D : Diagonal tension / S : 1 side, D : 2 side, P : Unreinforced /

0 : 0%, 1 : 1%, 2 : 2% / M : reinforce the mesh

Fig. 10. Specimen reinforced with glass fiber me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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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 ∆, 는 각각 수직압축변위, 수평인장변위, 게이지길이(mm)를 

의미한다. 

하지만 조적 프리즘의 압축 및 사인장전단 실험을 수행한 결과, 위와 같

이 ASTM 기준에 의해 탄성계수를 산정하게 될 경우 실험체의 강성이 부정

확한 결과를 나타내었으며, 그에 따라 Fig. 11과 같이 수정된 방식으로 압축 

및 전단 탄성계수를 재산정하였다. 먼저 압축실험의 경우 Stress-strain 

curve의 초기 기울기가 완만한 형태로 나타났는데, 이는 가력면에 나타나

는 보강 모르타르와 조적 프리즘의 완벽하지 못한 평활도 등에 의해 초기 가

력 시 가력면이 균일하게 가압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그에 따라 기울

기가 일정해지는 구간을 기준으로 식 (4)의 할선탄성계수를 적용하여 산정

하였다. 다음으로 사인장전단 실험결과 몇몇 보강 실험체의 경우 연성구간

에서 최대강도가 나타났으며, 이는 ASTM 기준으로 전단탄성계수를 산정

할 시 실제 실험체가 거동할 수 있는 강성값보다 낮은 값을 도출할 수 있다

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전단탄성계수의 산정은 압축 탄

성계수의 산정과 동일한 방법으로 적용하였다. 

또한 보강 전 실험체 (D-CP)의 경우 사인장전단 실험의 변형 측정오류

로 인해 KBC2016에서 제시하는 다음 약산식을 활용하여 산정하였다[27].


  (7)

4.2 조적프리즘의 압축 실험결과

4.2.1 강도 및 탄성계수

조적 프리즘의 보강 전·후에 대한 압축 실험결과를 Table 4에 정리하였

으며, Fig. 12는 보강 전 및 각 보강변수에 대한 응력-변형률 곡선을 나타낸

다. 응력은 모두 보강전 단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였다. 보강 전 프리즘의 

압축 강도 및 탄성계수는 각각 15.2 MPa, 4275 MPa로 나타났다. 보강변

수에 따른 강도 증진효과의 경우 메쉬가 없는 양면 2% 섬유혼입률(C-D2) 

보강 시 33.7 MPa로 최대122%의 증가율을 보였다. 또한 단면보강의 경우 

메쉬 보강에 따른 추가 강도 증진을 보인 반면 양면보강에서는 메쉬에 따른 

보강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메쉬 시공에 의해 SFRM층 자체가 완

전하게 일체화되지 않음으로 인해 나타난 현상으로 예상된다. 그 다음 

C-D2M 보강 시 91%, C-S2M 보강 시 76%, C-S2보강 시 54%로 모든 보

강안에 대해 50%이상의 강도 증진 효과를 보였다. 반면 탄성계수의 경우 

C-D2 보강 시 최대 25% 증가로 강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증가 효과가 미비

하였는데, 이는 콘크리트 조적 프리즘과 SFRM이 기본적으로 재료적 측면

에서 유사하고 콘크리트 재료의 탄성계수는 강도의 제곱근 내지는 세제곱

근에 비례하기 때문에 강도보다 증가율이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4.2.2 파괴양상

프리즘 압축 실험 후 C-CP와 C-S2, C-D2의 실험체 파괴양상을 Fig. 13

에 나타내었다. 보강 후 실험체의 경우 단면 보강과 양면 보강 실험체에서 

동일한 파괴양상을 나타내었는데, 우선적으로 측면에 노출된 조적층의 측

면에 균열이 관찰되면서 최대하중에 도달하며 그 후, 연성구간에서 조적층

과 보강 모르타르 사이의 부착면에 균열 및 탈락이 발생하였다. 최대강도 부

근에서 벽돌 내부에서도 균열이 확장되고 그에 따라 부착면과의 일체성이 

점차적으로 감소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4.2.1에서 언급하였듯이 양

면보강의 경우 메쉬를 추가 보강하였을 시 강도 증진효과가 나타나지 않았

는데 이는 Fig. 14와 같이 SFRM층 중 메쉬가 시공된 면이 면외방향으로 인

장에 취약하여 가력 시 조기 균열 발생으로 인해 나타난 결과로 추정된다. 

이는 시공불량이 아닌 메쉬와 모르타르와의 일체성이 상대적으로 낮아 나

타난 일반적인 현상으로 판단되며 앵커 또는 에폭시 등의 추가 보강을 통해 

두 layer 사이의 일체성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a) Compressive test (C – D2)

(b) Diagonal tension test (D – S2)

Fig. 11. Consideration of modulus of elasticity

Table 4. Compression test results of the masonry prisms

Specimens

name

Average
Rate of

increase (%)

Load


stress





stress 

C - CP 260 15.2 4275 - -

C - S2 400 23.4 3948 54 -8

C - S2M 458 26.8 5230 76 22

C - D2 576 33.7 5334 122 25

C - D2M 496 29.0 3404 9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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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조적프리즘의사인장전단 실험결과

4.3.1 강도 및 탄성계수

조적 프리즘의 보강 전·후에 대한 사인장전단 실험결과를 Table 5에 정

리하였으며, Fig. 15는 보강 전 및 각 보강변수에 대한 응력-변형률 곡선을 

나타낸다. 보강 전 프리즘의 전단강도 및 탄성계수는 각각 0.9 MPa, 1859 

MPa로 여기서 CP의 전단탄성계수는 식 (7)과 같이 실험에 의한 압축 탄성

계수 값을 적용하여 산정하였다. 전단강도의 경우 보강 변수에 따라 최소 

111%부터 최대 856%의 넓은 범위에서 강도증진율을 보였으며, 최대보강

은 D-D2M으로 8.6 MPa의 전단강도를 나타냈다. 단면 및 양면에 따른 강

(a) C-S2 (b) C-S2M

(c) C-D2 (d) C-D2M

Fig. 12. Compressive sterss-strain curve

(a) C-CP (b) C-S2 (c) C-D2

Fig. 13. Damage state after compression tests

Fig. 14. Failure of specimen reinforced with me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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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증진율에 큰 차이가 있었으며 이는 양면 보강 시 전단에 대한 프리즘 구속

효과가 더 우수하여 나타난 결과로 예상된다. 단면 보강 시 섬유 혼입율 0%, 

1%에 따른 강도 증진율에는 큰 영향이 없는 반면 양면 보강의 경우 섬유혼

입율이 증가할수록 강도 또한 비례적으로 증가하는 형태를 보였다.

전단탄성계수 역시 강도와 마찬가지로 단면 및 양면에 따른 강도증진율

에 큰 차이가 있었으며, D-D2 보강 시 15683 MPa로 최대 744%의 증진을 

보였다. 압축 실험과 다르게 전단 실험의 경우 강도 및 탄성계수 증가율이 

상당히 우수한 결과를 나타났으며, 이는 인장에 매우 취약한 조적조의 재료

적 특성으로 인해 인장강도가 우수한 SFRM이 더 효과적인 보강 성능을 발

휘하는 것으로 판단한다.

4.3.2 파괴양상

프리즘 사인장전단 실험 후 D-CP와 D-S2, D-D2의 실험체 파괴양상을 

Fig. 16에 나타내었다. D-CP의 경우 최대강도에 도달할 때까지 육안으로 

균열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최대강도에 도달하면서 취성적으로 파괴가 발

생하였다. 파괴는 줄눈과 벽돌이 함께 파괴되는 복합파괴로 발생하였다. 단

(a) D-S0 (b) D-S1 (c) D-S2, D-S2M

(d) D-D0 (e) D-D1 (f) D-D2, D-D2M

Fig. 15. Diagonal tension stress-strain curve

(a) D-CP (b) D-S2 (c) D-D2

Fig. 16. Damage state after diagonal tension tests

Table 5. Diagonal tension test results of the masonry prisms

Specimens

name

Average Rate of increase (%)

Load


stress





stress 

D - CP 46.3 0.9 1859 - -

D - S0 109 2.1 2847 135 53

D - S1 95.6 1.9 4668 111 151

D - S2 135.9 2.7 2430 200 31

D - S2M 179.2 3.6 4772 300 157

D - D0 237.9 4.7 10257 422 452

D - D1 333 6.6 12195 633 556

D - D2 398.2 8.4 15683 833 744

D - D2M 428.1 8.6 10968 856 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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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보강 시 최대강도에 도달하기 전 보강이 적용되지 않은 조적프리즘 앞면

에 균열이 발생하였으며, 최대강도 이후 조적 프리즘과 보강 모르타르 사이

의 부착면에 균열이 발생하였다. 단면 보강 실험체에서는 보강 모르타르 앞

면에 균열이 발견되지 않았다. 양면 보강의 경우 최대강도 이전에 조적 프리

즘 측면에서 균열이 발생하였으며, 최대강도 이후 보강 모르타르와의 부착

면에서 균열이 발생하였다. 또한 D-D1 및 D-D2와 같은 양면 섬유보강 실

험체 5개 중 2개 실험체의 경우 최대강도 이후 보강 모르타르 앞면에 사인

장 균열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조적 프리즘이 파괴된 이후 보강 모르타르가 

단독으로 하중에 저항하다가 사인장 파괴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섬유

가 혼입된 SFRM 보강면에서는 최대강도 도달 시 앞면의 균열이 관찰되지 

않은 반면 섬유가 혼입되지 않은 D-S0과 D-D0 보강 실험체의 경우 Fig. 17

와 같이 최대강도 도달 시 보강면이 조적 프리즘과 함께 취성적으로 파괴되

는 모습이 관찰되었다. 이는 SFRM 보강시 강도 증진뿐만 아니라 균열억제 

및 연성증진에 의한 보강효과도 추가적으로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다. 전단실험 역시 조적조에 발생하는 균열에 의해 조적면과 SFRM 사이의 

일체성 효과가 감소되는 것으로 판단되며 두 개체 사이의 일체성을 증진시

켜준다면 더 우수한 보강효과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5. 결과분석 

5.1 보강 전 조적 프리즘과 기존 설계식의 비교 

국내 몇몇 선행연구자들은 보강 전 조적 프리즘의 압축 및 사인장전단 

실험을 통해 강도, 탄성계수 등 구조적 특성에 대한 설계식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수행된 보강 전 조적 프리즘의 실험결과를 선행연구에

서 제시하는 설계식과 비교하여 Table 6에 나타내었다. 비교 결과 줄눈모

르타르와 조적프리즘의 압축강도는 선행연구에서 제시하는 경험식과 상당

히 일치하는 결과를 확인하였다. 사인장전단강도의 경우 약 2배정도의 오

차가 있었는데 이는 조적 프리즘 줄눈의 사춤 상태 등 시공에 의한 차이에서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탄성계수는 국내 연구자들의 제안식보다 상

당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Yi et al.은 전단탄성계수를 압축 탄성계수의 

20%로 제시하였으나 연구의 실험결과 KBC2016에서 제시하는 식 (7)과 

더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다[20, 27].

5.2 보강 후 강도 설계식과의 비교

기존 선행연구를 조사한 결과 조적조에 대한 강섬유 보강시 별도의 설계

식을 찾지 못하였다. 따라서 여기서는 SFRM의 재료 인장강도를 통해서 보

강효과를 예측할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유사한 재료 또는 조적조의 전

단강도 산정 방식을 적용하여 실험결과와 비교하였다.

5.2.1 대각인장파괴에 따른 강도 예측식 

ACI 549.4R-13은 FRCM(Fiber-reinfrced cement matrix)을 통해 조

적조를 보강할 경우 전단강도를 다음과 같이 조적조의 전단기여도와 보강 

FRCM의 전단기여도를 합산하여 결정하도록 제시하고 있다[28]. 


 

 (8)

여기서, 과 는 각각 조적조와 FRCM의 전단강도를 의미한다.

이 연구에서 보강 실험체는 Fig. 16과 같이 대각인장형태로 파괴되었으

며, 그러한 경우 조적벽의 전단강도( )는 Li et al.에 의해 제시된 다음 전

단강도 식 (10)을 적용할 수 있다[29].





tantan
×′ ×

(9)

여기서, 는 프리즘의 수평 및 대각 사이의 각도(degrees), ′는 조적조의 

인장강도를 의미하며, 이 인장강도는 점토벽돌과 콘크리트벽돌 각각 

′ , ′ 로 나타낼 수 있다. ′은 프리즘 압축강도를 의미한

다[30].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식 (8)의  값으로 사인장전단실험에 의한 

비보강 조적 프리즘의 실험값을 직접 적용하였다. 

메쉬와 모르타르를 통해 조적을 보강한 Almeida et al.(2015)은 보강 모

르타르의 전단기여도 또한 식 (9)에 의해 산정하였으며, 이를 참고하여 

SFRM의 전단기여도()를 동일하게 식 (9)에 의해 산정하였다[9]. 이때 

Table 6. Comparison of test results and preceding research for 

unreinforced masonry prisms

Preceding research
Test 

resultsYu and Kwon

[1]

Kim et al. 

[2]

Yi et al

[20]

Strength of joint 

mortar (MPa)
- 9.9 10.5 10.5

Compressive 

strength (MPa)
14.7 - 10.4 15.2

  (MPa) 736 1520 1337.6 4275

Shear strength

(MPa) 
- - 1.8 0.9

  (MPa) - - 855 1859

Fig. 17. Failure of specimen strengthened with unreinforced mor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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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Table 2의 SFRM 인장강도를 사용하였으며, 은 SFRM의 보강면

적을 적용하였다. 

5.2.2 ASTM 사인장 전단강도식을 이용한 전단강도 예측

사인장전단실험에 따른 인장강도 식 (2)을 이용하면 SFRM 재료의 인

장강도를 하중으로 역산할 수 있으며 대각선 방향 하중의 줄눈 방향 수평

성분을 전단강도로 취하여 식 (8)에 대입하여 다음 식 (10)으로 나타낼 수 

있다. 




′ (10)

여기서,  는 SFRM보강면의 단면적, ′는 SFRM의 인장강도이다. 

5.2.3 강도 설계식과 실험결과 비교

5.2.1과 5.2.2에 따른 보강 실험체에 대한 설계식과 실험결과를 비교하

여 Tables 7과 8에 나타내었다. 먼저 단면보강의 경우 대각인장파괴에 따

른 설계식에서는 설계강도를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나타난 반면 ASTM 기

준에 따른 설계강도의 경우 과대평가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단면보강에서 

설계강도와 실험결과의 오차는 섬유혼입률 0%를 제외하고 대각인장파괴

에 따른 설계식이 더 작있다. 양면보강의 경우 실험결과와의 오차율은 

ASTM 기준에 따른 설계식에서 더 작게 나타났다. 다만 ASTM의 경우에

는 단면보강에 적용 시 강도를 과대평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두 식 모두 두 가지 구성요소의 강도를 단순히 합산하는 형태이기 때문

에 상대적으로 강도가 큰 SFRM이 조적 프리즘과의 경계면에서 부착강도

를 통해 발휘하는 사인장 파괴의 억제효과를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추가로 고려할 경우 보다 정확도 높은 강도 예측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

된다.

5.3 선형회귀분석을 통한 전단강도예측

실험결과를 바탕으로 전단강도에 대한 선형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보

강 조적 프리즘에 대한 전단강도는 섬유혼입율(0, 1, 2%)을 변수로 결정되

었으며, 그에 따라 Table 2에서 제시하는 섬유혼입율에 따른 SFRM의 인

장강도를 회귀분석의 독립변수로 고려하였다. 유리섬유메쉬 보강에 대한 

실험데이터는 회귀분석에서 고려하지 않았다. 

전단강도 실험 데이터를 기반으로 수행한 회귀분석 결과를 Fig. 18 및 

다음 식 (12), (13)에 나타내었다.



′ 단면보강 (11)


′ 양면보강 (12)

여기서, 는 전단강도(MPa), ′는 SFRM의 인장강도(MPa)를 나타낸다.

Table 7. Shear strength prediction by equation (9)

Specimens
Analytical (kN)

Test

(kN)




   

D - S0

32.7

27.8 60.5 77.1 0.8

D - S1 36.7 69.4 67.6 1.0

D - S2 48.7 81.4 96.1 0.8

D - D0 55.7 88.4 168.2 0.5

D - D1 73.4 106.1 235.4 0.5

D - D2 97.4 130.1 281.5 0.5

Table 8. Shear strength prediction by equation (10)

Specimens
Analytical (kN)

Test

(kN)




   

D - S0

32.7

51.6 84.3 77.1 1.1

D - S1 68 100.8 67.6 1.5

D - S2 90.3 123 96.1 1.3

D - D0 103.2 136 168.2 0.8

D - D1 136.1 168.8 235.4 0.7

D - D2 180.6 213.4 281.5 0.8

(a) Reinforced 1side

(b) Reinforced 2side

Fig. 18. Regression analysis of diagonal tension streng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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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에 제시된 실험결과와 같이 단면 또는 양면 보강에 따라 보강 효

과에 큰 차이가 있는 것을 고려하여 회귀분석에서는 보강형태에 따라 각각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또한 Fig. 15(b)에서 D-S1 실험체 중 1개 실험체

는 조기파괴가 발생하였는데 이를 시공 불량으로 판단하여 회귀분석 데이

터로 고려하지 않았다. 회귀분석 결과 단면보강과 양면보강 각각 최대 6%

와 7%의 오차율로 SFRM 인장강도에 따른 보강 조적 벽체의 전단강도를 

예측할 수 있었다. 

6. 결 론

이 연구에서는 SFRM 보강 공법을 적용한 콘크리트 조적프리즘의 보강 

효과를 검증 위해 SFRM 배합비 도출, SFRM 보강 프리즘의 압축 및 사인

장전단 실험을 수행하였다. 다양한 변수에 따른 압축 및 전단 증진 효과 분

석 및 강도 설계식과 실험값을 비교하였으며 그 결과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SFRM 보강 공법에 적합한 배합비를 도출하기 위한 시공성 및 강도 실험 

결과 시멘트:모래 = 1:1, 물시멘트비 = 32%, ASF 2%를 적합 SFRM 배

합비로 도출하였다.

2. 두께 0.5B 조적 프리즘의 압축 실험결과 C-D2 보강 시 가장 우수한 보강

효과를 얻었으며, 강도와 탄성계수 각각 122%, 25%가 증가하였다.

3. 두께 0.5B 조적 프리즘의 사인장전단 실험결과 압축 실험에 비해 강도 증

진효과가 더 우수하였으며, 강도와 탄성계수 각각 최대 856%, 744%가 

증가하였다. 

4. 실험체의 파괴양상 분석 결과 SFRM으로 보강한 경우 조적 균열 이후 부

착면에 균열이 발생하면서 강도가 저하되는 것으로 보이며, 섬유가 혼입

되지 않은 모르타르 보강의 경우 최대강도에서 조적과 함께 취성적으로 

파괴가 일어났다. 

5. 단면 및 양면 보강에 따른 조적면 - SFRM 계면 부착력을 추가로 고려할 

경우 재료강도에 기반한 전단강도 예측의 오차를 오차를 줄일 수 있을 것

으로 예상된다. 

6. 실험결과의 선형회귀분석을 통해 전단강도 설계식을 제안하였으며, 섬

유혼입율에 따른 SFRM의 인장강도 범위 내에서 단면과 양면 보강 각각 

6% 및 7%의 오차율로 전단강도를 예측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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