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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국내 건축물에 대한 내진설계기준은 1988년 최초로 제정되었다. 이 기

준에서는 내진설계의 적용대상 범위를 6층 이상, 연면적 10,000 m2 이상으

로 제한하고 있었다. 이후 내진설계 적용대상의 범위는 2000년 아이티지

진, 2008년 쓰촨성 지진 이후로 점차적으로 강화되었으며 2016년 경주지

진, 2017년 포항지진 이후로 그 적용 범위가 2층 이상, 연면적 500 m2 이상

으로 확대되었다. 따라서 1988년 이전에 지어진 건축물과 2005년 이전에 

지어진 6층 미만, 연면적 10,000 m2 미만인 건축물은 내진설계가 되어있지 

않다. 이는 지진이 발생했을 때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필수적인 내진

성능을 기대하기가 어려우며 이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내진보강이 지속적

으로 요구되고 있다. 2019년 건축물 현황에 따르면 국내 건축물은 Fig.1과 

같이 5층 미만의 건축물이 전체 건축물 중 총  96.8%를 차지하고  있다[1]. 

실제적으로 6층 이상 또는 15층 이상의 중고층 건축물이 우리나라에서 중

요한 건축물로 인식할 수 있으나 통계에서 보듯이 실제 국민이 거주 또는 업

무시설로서 사용하는 건축물의 대부분은 6층 이하 건축물로 전체 건축물의 

97% 이상이다. 중저층의 건축물은 아이티와 터키의 지진피해 사례에서 보

듯이 구조적으로 고층 또는 초고층 건축물에 비해 내진설계가 미흡하여 지

진위험에 크게 노출되어 있다. 특히 국내의 오래된 중저층 건축물들의 보-

기둥 골조시스템에 채움벽으로 대부분 조적벽을 사용하고 있는 현실을 고

려할 때, 지진발생 시 조적벽의 면외 탈락과 취성적 파괴를 방지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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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S T R A C T  /

Many Korean domestic masonry structures constructed since 1970 have been found to be vulnerable to earthquakes because they lack 

efficient lateral force resistance. Many studies have shown that the brick and mortar suddenly experience brittle fracture and out-of-plane 

collapse when they reach the inelastic range. This study evaluated the seismic retrofitting of non-reinforced masonry with Hybrid Super 

Coating (HSC) and Cast, manufactured using glass fiber. Four types of specimen original specimen (BR-OR), one layered HSC (BR-HS-O), 

two-layered HSC (BR-HS-B), one layered HSC, and Cast (BR-CT-HS-O) were constructed and analyzed using compression, flexural 

tensile, diagonal compression, and triplet tests. The specimen responses were presented and discussed in load-displacement curves, 

maximum strength, and crack propagation. The compressive strength of the retrofit specimens slightly increased, while the flexural tensile 

strength of the retrofit specimens increased significantly. In addition, the HSC and Cast also produced a considerable increase in the ductile 

response of specimens before failure. Diagonal compression test results showed that HSC delayed brittle cracks between the mortar and 

bricks and resulted in larger displacement before failure than the original brick. The triplet test results confirmed that the bonding strength 

of the retrofit specimens also increased. The application of HSC and Cast was found to restrain the occurrence of brittle failure effectively 

and delayed the collapse of masonry wall struc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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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학적 해결방안 제시가 필요하다[2, 3].

지진발생시 조적조는 횡력에 대해 상당히 취약한 구조로 현재 시공 방법

은 콘크리트 외벽에 소량의 앵커나 철물을 통해 고정되어 있거나 내부 보-

기둥 골조에 채움벽 형태로 끼워져 있는 상태로 이는 지진 발생시 면외방향

으로 조적조의 조기 탈락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기술적 문제로 

2017년 포항지진으로  ○○대학교의 건물 외관의 조적조 탈락이 발생하였

고. 이는 많은 국민들에게 심리적 불안감을 조성하였다. 당시 ○○대학교

의 조적조 붕괴 당시 다행히 학생들이나 일반인이 근처에 없던 관계로 큰 인

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Fig. 2는 건립 후 26년이 지난 △△대 미술관에

서 조적을 고정하는 앵커철물의 노후화로 인해 2019년에 발생한 외벽 붕괴

사고를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사례는 현재 국내에서 조적조 벽체의 피해, 

손상 가능성을 보여주며 조적조 건축물들의 내진보강과 노후화된 조적벽

의 보강이 시급한 상황이다.

조적조 건축물의 보강공법으로는 벽체를 보강하여 벽체의 전단저항능

력의 향상을 통한 보강방법은 흔하게 사용되고 있다[4-7]. ElGawady et 

al.[8], Tomazevic[9] 조적조에 단순히 숏크리트를 타설하는 것으로도 내

진성능이 향상될 수 있다는 것을 보고하지만 이는 질량의 증가로 상대적으

로 높은 비용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 Vega and Torres[10]의 연구에서 탄

소섬유보강재의 부착은 연성의 증가를 가져오나 구조체와 탄소섬유보강재

의 팽창계수의 차이로 계면 분리가 발생하게 되어 내진보강의 효과가 감소

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조적조 내진성능을 향상하고 조적벽체의 취성파괴

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합성복합체 보강재로 보수한 조적조 실험연구를 

수행하였다. 국내에서 비보강 조적조에 대한 연구[11-14]는 기존 비보강 조

적조의 성능과 함께 강판, 에폭시, FRP 등 보강재에 대한 조적조 실험연구

가 수행되었다. 따라서 Fig. 3에서와 같이 보강공법을 적용했을 때 조적조 

재료실험체의 성능향상을 확인하기 위해서 ①비보강 실험체, ②한면에 하

이브리드 슈퍼코팅(이하 HSC)보강, ③한면에 HSC와 Cast보강, ④양면에 

HSC보강을 적용한 실험체들을 제작하여 실험을 수행하였다. 조적의 재료

적 성능은 기존 시설물 내진성능 평가요령[15]에 따라 조적 프리즘 압축강

도, 휨인장강도, 사인장 전단강도, 수평줄눈 전단강도 실험을 진행하였다.

2. 실험계획

2.1 실험체 및 보강재 개요

본 연구에서는 KS F 4004(콘크리트 벽돌, 2013)[16]기준에 따라서 

90×57×190 mm의 벽돌을 사용했다. 압축강도는 옥외 또는 내력 구조에 주

로 사용되는 1종 벽돌의 압축강도 13 MPa이상의 벽돌을 사용했다. 

모르타르 공시체는 KS L 5105(시멘트 모르타르, 2007)[17]의 기준에 

따라 50×50×50 mm크기의 압축실험체 9개를 제작하였으며 3일, 7일,  28

일  모르타르 압축강도 시험을 수행하였다. Fig. 4은 모르타르 압축강도 실

험 사진을 보여준다. 실험결과 28일 최대 압축강도는 17 MPa이었으며, 평

균 16.2 MPa의 강도를 보였다. 따라서 KS L 5220(건조 시멘트 모르타

르)[18]에서 요구하는 모르타르의 최소 압축강도 기준(재령 28일 기준 강

도 11 MPa 이상)을 만족하였다.

보강재료로는 HSC와 Cast(유리섬유보강)를 사용하였다. Cast는 수지 

함유량 50%와 유리섬유(E-glass)를 혼합해서 개발하였다. 구조보수용 

Cast를 우레탄프라이머 코팅액과 밀착하여 보수부위에 접착하는 방식으로 

조적벽의 균열감소와 면외탈락을 방지하는 목적으로 본 연구에 고려되었

다. Fig. 5는 본 연구에서 사용한 Cast를 보여준다. 

HSC는 충격과 지진에 취약한 조적조 벽체와 노후 벽체에 무촉매 초속

경화형으로 제작되어 분사된다. 경화속도가 빨라 분사 이후 3초 내에 탄성 

도막을 형성하며 연질형에서 경질형의 다양한 물성을 갖는 탄성체 제조가 

Fig. 1. Number of building structures based on story height. [1]

Fig. 2. Brick wall damages occurred in Busan (2019)

Fig. 3. Flowchart of this study Fig. 4. 28days mortar compressive strength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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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하며 인장강도, 신율, 내마모성, 접착력 등에서 우수한 물리적 성질을 

갖는다. 이러한 특성은 외부충격과 지진에 취약한 조적벽체에 대한 신속하

고 경제적인 내진보강이 가능하게 한다. Fig. 6은 HSC를 이용한 보강법을 

보여준다. 전체적인 재료의 특징은 Table 1에서 각 보강재의 두께와 인장

강도, 벽돌의 크기 및 압축강도 등을 보여준다.

2.2 실험체 제작과정

조적조의 재료적 특징을 확인하기 위해서 ①프리즘  압축강도, ②휨인

장강도, ③사인장 전단강도, ④수평줄눈 전단강도 실험을 실시하여 하중

을 가한 후 실험체의 파괴 시까지의 거동을 관찰했다. 각 실험체는  콘크리

트벽돌을 모르타르로 접착하였으며, 모르타르의 두께는 10 mm로 영식쌓

기 기법을 이용하여 시공되었다. 보강방법은 3가지 종류를 비교하였다. Fig. 

7은 HSC와 Cast를 사용하여 조적조를 보강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HSC뿜

칠은 양생이 완료된 조적실험체를 준비하고 표면을 매끄럽게 한 후 보강면

에 HSC를 분사하여 탄성도막을 형성하였다. HSC와 Cast 모두를 사용하

여 보강했을 때는 프라이머 코팅액을 보강부위에 바른후, 건조된 후에 Cast

를 밀착하여 조적벽에 부착하였다. 이후 HSC를 분사하여 보강하였다.

각각 보강법에 따라서 실험체 이름은 다음과 같이 지정하였다. BR은 

Brick으로 시멘트 벽돌을, OR은 Original의 약자로 비보강된 조적실험체

를 의미하는 것이며, HS는 HSC, CT는 Cast를 뜻한다. O는 한면(One- 

side)보강, B는 양면(Both-side)보강을 의미한다. 

BR-OR 실험체는 시멘트 벽돌로 이루어진 원래(Original)의 실험체를 

의미하며 보강공법의 효과를 비교하기 위한 기준 실험체이다. BR-HS-O 

실험체는 조적벽의 한면에 HSC을 분사하여 보강하였다. 이를 통해 비보강

된 실험체와 비교하여 HSC 보강 유무에 따른 성능을 파악하였다. BR-HS-B

는 조적벽의 양면에 HSC를 분사한 실험체이다. 이를 통해 HSC 한면 보강

실험체와 비교하여 한면과 양면에 따른 물리적 보강량의 차이에 따른 성능

을 파악하기 위함이다. BR-HS-CT-O 실험체는 HSC 한면보강 조적벽에 

Table 1. Material properties of tested

Retrofit Material
Thickness of Material 

(mm)

Tensile strength 

(MPa)

Brick element 

(mm)

Brick compression 

strength (MPa)

Mortar compressive 

strength (MPa)

HSC (Polyethylene) 0.5~3 -

90 × 190 × 57 13 16.2Cast (GFRP) 0.6 8.3~28.8

Mortar Joint 10 -

Fig. 7. Brick reinforcement process 

Fig. 5. Cast for building reinforcement

Fig. 6. HSC manufacturing process and reinforc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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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t보강을 더한 실험체이다. 비보강된 조적벽과 HSC 한면 보강실험체와 

비교하여 HSC와 Cast의 동시보강에 따른 성능 변화를 파악하였다. 

3. 조적조 실험결과 및 분석

실험체에 LVDT(선형 가변 변위 변환기)를 설치하여 시편의 변형률을 

측정하였다. 또한 UTM과 액츄에이터를 사용하여 가력 하중과 변위의 상

관관계를 이용하여 재료의 물리적 성질을 확인하였다. 실험체에 가해지는 

하중에 따른 변형률을 정확히 측정하기 위해 각 실험에 알맞은 LVDT 설치 

위치를 고려하였다. Table 2는 실험체의  LVDT 설치모습과 각 실험체의 

크기, 각 실험체의 제작 개수를 보여준다. 

3.1 프리즘 압축강도 실험

조적 프리즘 압축강도 실험체는 ASTM C1314[19]에 따라서 실험을 진

행했다. 압축 하중을 가해 조적프리즘 실험체의 압축하중에 대한 거동을 살

펴보았으며, 보강재인 HSC와 Cast를 부착한 조적프리즘 실험체의 압축하

중을 가해 보강재의 부착에 따른 압축강도 성능의 변화를 조사하였다. 압축

Table 2. Details of specimens tested

Specimen type Compression Flexural tensile Diagonal compression Triplets 

Setting of the LVDT

Dimension (mm) 190 × 90 × 191 470 × 190 × 90 970 × 990 × 180 191 × 90 × 190

Number of specimen 4 4 4 4

Fig. 8. Load-Displacement curve of compression test Fig. 9. Ultimate state of compression test

BR-OR BR-HS-O BR-HS-B BR-CT-HS-O

Fig. 10. Failure mode of compression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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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 실험의 경우 가력장치를 통해 최대 17 mm까지 가력하는 실험으로 보

강 실험체의 균열 및 파괴 양상을 파악하기 위하여 진행하였다.

Fig. 8과 Fig. 9는 프리즘 압축강도 실험에 대한 전체적인 결과를 보여주

며, Fig. 10은 실험 후 파괴된 모습을 보여준다. BR-OR 실험체는 취성적 

파괴가 발생하여 순간적으로 파괴가 발생했다. 이 때 최대하중은 159 kN이

며, 이 때 변위는 1.02 mm이다. BR-HS-O실험체는 보강면에서 실험체의 

급격한 파괴현상은 발생하지 않았으며, 압축하중이 점점 커짐에 따라 시멘

트벽돌의 압축파괴가 발생하며 이에 따라 HSC뿜칠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주름이 잡히며 구겨지는 현상이 관찰되었다. 최대하중이 181 kN이며 실험

체 중 가장 큰 값을 갖는다. 최대하중일 때 변위는 1.71 mm이다. BR-HS-B

는  급격한 파괴는 발생하지 않고 양면 보강으로 인해 하중을 제거한 후에도 

기존의 형상에 가깝게 형태가 유지되었다. 최대하중은 175 kN으로 측정되

었으며 이때 변위는 1.85 mm이다. BR-CT-HS-O는 다른 실험체들과 비교

했을 때 보강 면에서의 형상변형 및 벽돌 깨짐으로 인한 취성적 파괴 현상의 

발생이 가장 작았다. 최대하중은 117 kN이며, 실험체 중 가장 낮은 최대강

도를 가진다. 이 때의 변위는 3.61 mm로 다른 실험체들과 다르게 변위가 

발생하면서 강도가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강도 측면에서 전체적으로 HSC 보강체의 강도는 증가하나 Cast를 같이 

보강한 실험체의 경우 강도가 낮게 측정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크게 조적과 

몰탈 품질에 대한 변수와 HSC와 Cast는 인장과 전단 능력 증대에 특화된 

물질로 단면 및 양면 보강의 압축실험에서는 강도 증진에 대한 큰 효과를 보

이지 못하였다. 

3.2 휨인장강도 실험

휨인장강도 실험체는 ASTM E518[20]을 참고하여 제작하고 실험되었

다. 벽돌을 쌓아 올린 조적조로, 조적조의 면외방향에 대한 휨하중에 대한 

실질적인 거동을 알아보고자 실험체의 가로면(면외방향)에 하중을 가하였

다. 본 실험을 통해 HSC와 Cast를 보강한 조적조의 휨인장에 대한 성능을 

알아보았다. 최대변위 68 mm까지 가력 되었으며, 보강 실험체의 최대변형 

능력 수준을 파악하기 위하여 진행하였다.

Figs. 11, 12는 휨인장 강도실험에 대한 전체적인 결과를 보여주며, Fig. 

13은 실험 후 파괴된 모습을 보여준다. BR-OR 실험체는 최대하중이 3.49 

kN에 도달할 때 몰탈 이음 부분에서 탈락이 발생하였고 최종 파괴가 발생

하여 실험이 종료되었다. BR-HS-O는 최대하중이 8.27 kN이였으며, 벽돌

과 모르타르의 균열이 발생한 이후에도 HSC뿜칠의 변형이 증가하면서 추

가하중을 계속 지지하였다. BR-HS-B는 최대하중이 10.25 kN일 때 파괴

가 발생하였다. 벽돌과 모르타르에서 최종 파괴가 발생한 직후에도 HSC양

면 보강으로 인해 실험체 하단이 HSC뿜칠에 의해 파단이 일어나지 않고 계

속 하중을 지지하였다. BR-CT-HS-O는 최대하중이 17.99 kN로 보강실험

체 중 가장 큰 휨인장 증진 효과를 보여주었다. 벽돌과 모르타르의 접합부에

서 먼저 파단이 일어났지만, HSC와 Cast의 보강에 따라 급격한 전체적인 

파괴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HSC과 Cast보강이 조적조와 모르타르의 인장

균열의 발생을 억제하고 파괴를 지연시키는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판단된

다. 일반적으로 Cast의 주재료인 GFRP의 인장강도가 최대 28.8 MPa인 점

을 감안할 때 Cast보강은 휨인장강도 성능 증대에 큰 기여를 한 것으로 판단

Fig. 11. Load-Displacement curve of flexural tensile test Fig. 12. Ultimate state of flexural tensile test

BR-OR BR-HS-O BR-HS-B BR-CT-HS-O

Fig. 13. Failure mode of flexural tensil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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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강도와 휨에 대한 인장변형에서 전체적으로 BR-HS-O, BR-HS-B와 

BR-CT-HS-O의 성능이 비보강 실험체에 비해 매우 크게 향상되었다. Cast

와 HSC를 함께 보강한 실험체가 가장 큰 강도를 보이며 이는 인장성능 증대

에 가장 큰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사료된다. 하중의 형태와 최대 인장 또는 

전단 변형률의 발생 위치에 따라 보강의 효과가 뚜렷하게 관찰되었다. 

3.3 사인장 전단강도 실험

사인장 전단강도 실험은 ASTM E519[21]를 참고하여 1.0B 영식쌓기

를 통해 형상비 1:1.005의 조적 실험체를 제작하였다. 사인장 전단강도 실

험은 45도 각도로 회전시켜 상부에서 하중을 가하여 전단 대각선 균열을 유

도하여 전단강도와 대각선 인장강도를 확인하였다. 실험에서 비보강 조적

실험체와  HSC과 Cast 보강을 통한 조적벽의 사인장 거동을 살펴봄으로서 

지진 발생시 실질적인 보강 조적벽의 성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Fig. 14와 Fig. 15는 사인장전단강도 실험에 대한 전체적인 결과를 보여

주며, Fig. 16은 실험후 모습을 보여준다. BR-OR는 245 kN의 최대하중을 

가지며 사인장 균열이 발생하는 즉시 모르타르의 접합면을 따라 균열과 이

에 따른 분리가 발생하는 취성적 파괴가 발생하였다. BR-HS-O는 최대하

중이 186 kN으로 상부 가력 지점에서 슬라이딩 파괴와 벽돌의 압축파괴가 

발생하였으며 하측 반력 지점까지 사인장파괴가 발생했다. BR-HS-B는 실

험체는 최대하중이 236 kN이며, HSC 양면 보강으로 인해 면외전도와 탈

락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하중의 증가에도 지속적으로 사인장 전단에 저항

하는 거동을 보여주었다. BR-OR과 비교하여 큰 사인장 전단에서도 취성

적 파괴대신 40 mm 이상의 압축변형이 발생하였음에도 최대강도 대비 

50%정도의 강도를 최종 실험 종료 시까지 보여주었다. BR-CT-HS-O는 

최대하중이 192 kN으로 기록되었으며, 사인장균열의 발생으로 13 mm의 

변형에서 강도 손실이 발생하였다. 이후에 보강 실험체의 연성능력에 의해 

40 mm까지 잔류 강도를 유지하면서 취성적 파괴의 발생을 지연하였다. 사

인장 전단 실험체에서 조적벽과 HSC + Cast 보강이 한쪽 면에서만 이루어

져 보강이 없는 반대쪽에서 조적벽이 면외로 파괴되며 꺾이는 현상 발생하

였다. 이는 하중 증가에 따라 보강재 유무의 불균형으로 보강이 되지 않은 

면에서 최종 파괴된 것으로 보인다. 한면 보강의 경우 반대편에서 취성적 면

외 탈락이나 파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중요한 구조시스템의 경우 내진보

강 효과를 최대한 높이기 위해서는 양면 보강이 적절한 것으로 사료된다. 

3.4 수평줄눈 전단강도 실험

조적 프리즘 압축강도 실험체와 같이 수평줄눈 전단강도 실험은 콘크리

트 벽돌 3개를 모르타르를 통해 일체화를 하여 조적 프리즘을 구성했다. 실

험방법은 BS EN 1052-3[22]에 따라서 조적프리즘을 세로로 세워 중앙  벽

돌에 가력을 하여 양옆 벽돌과 중앙 벽돌 사이 모르타르의 전단강도에 대해 

Fig. 14. Load-Displacement curve of diagonal compression test Fig. 15. Ultimate state of diagonal compression test

BR-OR BR-HS-O BR-HS-B BR-CT-HS-O

Fig. 16. Failure mode of diagonal compression test



하이브리드 슈퍼코팅(HSC)과 유리섬유를 통한 조적조 내진보강 연구

219

알아보고자 하였으며, 이에 대해 HSC과 Cast 보강효과를 살펴보았다.

Fig. 17과 Fig. 18은 수평줄눈 전단강도 실험에 대한 전체적인 결과를 

보여주며, Fig. 19는 실험 후 모습을 보여준다. 실험결과를 정리하면 다음

과 같다. BR-OR는 최대하중 12.14 kN으로 줄눈부에서 파괴가 발생하였

다. BR-HS-O는 최대하중 21.87 kN으로 몰탈파괴가 발생하였으나 HSC 

보강으로 실험체의 완전한 분리가 발생하지 않았다. BR-HS-O는 BR-OR

강도와 변형에서 각각 80%, 43.5%의 증가를 보여주었다. 이는 HSC뿜칠

보강은 조적벽과 몰탈전체를 일체화하고 구속하여 추가적인 전단성능을 

제공함으로 조적벽의 수평줄눈의 전단강도에 큰 증가를 가져오게 되었다. 

BR-HS-B는 최대 강도가 24.22 kN으로, 양면 보강으로 강도 증진에 큰 효

과를 보였다. 실험체 상하의 벽돌 파괴 형상 파악을 통해 최대하중 이후 몰

탈과 벽돌에서 취성파괴가 발생했음을 알 수 있다. 한면 보강실험체와 비교

하여 내부에서 몰탈 파괴가 있었으나 양면 보강으로 인하여 조적벽돌과 모

르타르의 일체화를 가져오고 모르타르의 전단강도에 추가적인 강도를 가

져왔다. BR-HS-B 실험체의 경우 강도와 전단 변형에서 각각 80% 및 

43.5%의 증가를 보여주었다. 파괴발생 후 최대 강도의 약 50%정도의 강도

를 유지하며 변형이 발생하였다. BR-CT-HS-O 실험체의 경우 최대 하중

이 18.27 kN으로 하중이 점점 크게 작용함에 따라 모르타르 이음부분에서 

파괴가 발생하였다. 몰탈의 파괴가 있으나 HSC과 Cast 보강으로 실험체 

분리가 일어나지 않았으며 BR-HS-O와 비교하여 형태유지가 뛰어남을 알 

수 있다. 파괴 발생 후 실험체는 최대 강도의 50% 이상의 강도를 유지하며 

변형 능력을 보였다. 

비보강 실험체와 비교하여 보강을 통해 모르타르 전단강도 이외에 어느 

정도의 강도 증진과 파괴 지연의 효과가 있는지 조사하였다. 비보강 실험체

는 벽돌과 모르타르의 접촉면의 탈락으로 즉각적인 파괴가 발생한 반면 보

강실험체의 경우 최대 80%까지 강도가 증진되며 취성적파괴를 지연시키

는 효과를 보여주었다. HSC 양면 보강이 전단 강도와 연성 능력에 가장 우

수한 효과를 보였다. 

3.5 RC골조 조적벽 보강 시 예상 거동

Table 3은 각각의 실험에 대한 전체적인 실험결과를 정리하여 보여준

다. 제한된 실험체의 개수와 규모로 인해 보강후 내진성능 예측에 대한 한계

는 있으나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RC골조내 채움벽을 보강시 다음과 같이 

내진성능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국내 선행연구들[12], 

[23-25]에서 RC 골조와 조적채움 벽체는 중앙의 휨균열 없이 보-기둥 접합

부 및 기둥단부에 균열집중으로 인해 소성 힌지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하

고 있다. 조적채움벽은 최대내력 도달 후 모서리 벽돌의 파괴, 벽체의 사인

장 전단 균열이 발생하여 연성능력이 저하되는 양상을 보인다. 이번 재료실

험에서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보강효과를 검토할 때, 골조의 보강과 더불

어 HSC와 Cast로 보강된 조적벽은 골조에 발생하는 응력을 전체적으로 분

산시킬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HSC보강을 통해  벽돌사이 및 벽돌과 골조 

Fig. 17. Load-Displacement curve of triplets test Fig. 18. Ultimate state of triplets test

BR-OR BR-HS-O BR-HS-B BR-CT-HS-O

Fig. 19. Failure mode of diagonal triplets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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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의 일체성을 높여주므로 최대내력의 증가와 면외방향 전도 및 탈락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4. 결 론

본 연구는 HSC보강을 통한 조적체의 재료적 특징을 확인하기 위하여 

프리즘 압축강도, 휨인장강도, 사인장전단강도, 수평줄눈전단강도 실험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프리즘 압축강도 실험 결과 비보강 실험체와 보강된 실험체의 강도증진 

효과는 없었다. HSC와 Cast는 인장과 전단 능력 증대에 특화된 물질로 

단면 및 양면 보강의 압축에서는 큰 효과를 보이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2) 휨인장강도 실험결과 비보강 실험체와 비교했을 때 BR-HS-O는 2.3배, 

BR-HS-B는 2.9배, BR-CT-HS-O는 3.1배의 강도증진 효과가 있었다. 

이는 HSC와 Cast보강이 조적벽에 대해 면외 탈락에 대한 구속력을 제

공하고 일체화를 유지하여 인장성능 증대에 큰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사

료된다.

3) 사인장전단강도 실험결과 HSC와 Cast보강은 전단에 취약한 비보강 조

적벽의 전단파괴에서 취성적 파괴를 억제할 뿐만 아니라 압축력이 증가

하여 사인장변형이 발생함에도 연성적 거동을 보여주었다. 비보강 실험

체와 비교하였을 때 BR-HS-B는 취성적 파괴 대신 40 mm 이상의 압축

변형이 발생하였음에도 최대 강도 대비 50% 정도의 강도를 최종 실험 

종료 시까지 보여주었다. BR-HS-O의 경우 한면만 보강되어 하중의 전

달 불균형으로 보강 효과가 감소되므로 보강 시 양면으로 보강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

4) 수평줄눈전단강도 실험결과 보강 후 수평 줄눈 전단응력의 증가 효과를 

비보강 실험체와 비교했을 때 BR-HS-O는 1.8배, BR-HS-B는 2배, 

BR-CT-HS-O는 1.5배의 강도증진 효과가 있었다. 비보강 실험체는  취

성적 균열과 부착강도의 탈락이 발생하여 즉각적인 파괴가 발생하였으

나 보강된 실험체들은 보강재가 조적 벽체의 일체성을 높여주어 강도증

진의 효과를 보인 것으로 판단된다. HSC 양면 보강이 전단 강도와 연성

능력에 가장 탁월한 효과를 보였다. 

조적벽은 구조체로서의 압축에서는 힘을 받지만 인장이나 전단에서는 

매우 취약한 구조이다. 특히 조적벽돌을 연결하는 모르타르에서 휨이나 전

단력 등에 대부분 저항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모르타르의 휨이나 전단균열

의 발생은 부착성능의 저하와 손실을 가져오게 된다. 이는 미세한 균열에서 

즉각적인 구조적 균열로 바뀌어 벽체의 손상과 탈락 등으로 취성적 파괴로 

나타나게 된다. HSC보강과 Cast보강은 벽돌과 모르타르의 추가적인 구조

적 일체화를 부여하였으며, 휨인장실험과 모르타르 전단강도 실험에서의 

강도증진의 효과를 보여주었다. 사인장 전단강도 실험에서 구조적 균열의 

발전을 억제하고 에너지 소산 능력을 증대하여 연성적 측면으로 파괴를 유

도하게 된다. 이는 조적조의 손상을 지연하고 면외탈락을 억제하며, 취성적 

파괴에서 연성적 파괴로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감사의 글 /

본 연구는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 

(NRF-2020R1A2C2007195) 및 ㈜에이톰엔지니어링의 지원을 받아 수

행된 연구임.

/ REFERENCES /

1. Statistics KOREA Government Official Work Conference[Internet]. 

2020.03 [cited 2007 Jan 8]; Available from: http://www.index.go. 

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226

2. Chang KK, Seo DW. Present State and Necessity of Seismic Design 

for Low-rise Masonry Buildings in Korea. Journal of the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 2011;55(5):45-50.

3. Yu E. Seismic Performance and Retrofit of Masonry-infilled Frames. 

Magazine of the Korea Concrete Institute. 2015;27(6):41-45.

4. Pavan GS, Nanjunda Rao KS. Behavior of brick–mortar interfaces 

in FRP-strengthened masonry assemblages under normal loading 

and shear loading. Journal of Materials in Civil Engineering. 2016; 

28(2):04015120.

5. Messali F, Metelli G, Plizzari G. Experimental results on the 

retrofitting of hollow brick masonry walls with reinforced high 

performance mortar coatings. Construction and Building Materials. 

2017;141:619-630.

6. Valluzzi MR, Tinazzi D, Modena C. Shear behavior of masonry 

panels strengthened by FRP laminates. Construction and Building 

Materials. 2002;16(7):409-416.

7. Gams M, Tomaževič M, Berset T. Seismic strengthening of brick 

masonry by composite coatings: An experimental study. Bulletin of 

Earthquake Engineering. 2017;15.10:4269-4298.

8. ElGawady MA, Lestuzzi P, Badoux M. Retrofitting of masonry walls 

using shotcrete. In: 2006 NZSEE Conference, Paper. c2006.

9. Tomazevic M. Earthquake-resistant design of masonry buildings 

Table 3. HSC and Cast reinforcement for masonry wall system test results

Specimen name

Compression Flexural tensile Diagonal compression  shear strength

Load

(kN)

Disp.

(mm)

Load

(kN)

Disp.

(mm)

Load

(kN)

Disp.

(mm)

Load

(kN)

Disp.

(mm)

BR-OR 159 1.02 3.49 1.85 245 6.12 12.14 0.66

BR-HS-O 181 1.70 8.27 43.32 186 4.51 21.87 0.46

BR-HS-B 175 1.85 10.25 48.94 236 12.15 24.22 3.54

BR-CT-HS-O 117 3.61 17.99 17.06 192 5.82 18.27 1.03



하이브리드 슈퍼코팅(HSC)과 유리섬유를 통한 조적조 내진보강 연구

221

(Vol. 1). World Scientific. c1999.

10. Vega C, Torres N. External strengthening of unreinforced masonry 

walls with polymers reinforced with carbon fiber. Ingeniería e 
Investigación. 2018;38(3):15-23.

11. Kim HC, Kim KJ, Park JH, Hong WK. Experimental Study on the 

Material Properties of Unreinforced Masonry Considering Earth-

quake Load. Journal of the Earq uake Engineering Society of Korea. 

2001;5(2):93-101.

12. Lee JH. Seismic Capacity and Seismic Retrofitting of Low Rise 

Buildings - Unreinforced Masonry, Brick-Infilled RC Frame and 

Steel Slit Damper Retrofitted RC Frame. Ph.D. Thesis, University of 

Kwangwoon. c2005

13. Yu E, Kim MJ, Lee SH, Kim CM. Relation between Shear Strength 

of Masonry infills and Seismic Performance of Masonry-infilled 

Frames. Journal of the Earthquake Engineering Society of Korea. 

2015;19(4):173-181.

14. Yu HR, Kwon KH. A study on mechanical characteristics of masonry 

structure constructed by clay brick with lime mortar.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for Structural Maintenance and Inspection. 2011; 

15(4):87-98.

15. Korea Infrastructure Safety Corporation. Guidelines for Evaluating 

Seismic Performance of Existing Building. 2019:96-98

16. Korean Standards Association. KS F 4004. Concrete bricks. Korea 

Standard Association. c2013.

17. Korean Standards Association. KS L 5105: Testing Method for 

Compressive Strength of Hydraulic Cement Mortars. Korean Standards 

Association. c2017.

18. Korean Standards Association. KS L 5220. Dry ready mixed cement 

mortar. Korea Standard Association. c2018.

19. ASTM International. ASTM C 1314-12 Standard Test Method for 

Compressive Strength of Masonry Prisms. ASTM International, West 

Conshohocken, PA. c2012.

20. ASTM International. ASTM E518/ E518M-10 Standard Test Methods 

for Flexural Bond Strength of Masonry. ASTM International, West 

Conshohocken, PA. c2010.

21. ASTM International. ASTM E 519/E 519M-10 Standard Test Method 

for Diagonal Tension (Shear) in Masonry Assemblages. ASTM 

International, West Conshohocken, PA. c2010.

22. BS EN 1052-3 Methods of test for masonry-Part 3: Determination 

of initial shear strength. c2002.

23. Yi WH, Lee JH, Oh SH, Yang WJ, Kang DE. A study on evaluation 

of shear capacity of unreinforced masonry wall. Journal of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 2005;21(10):3-10.

24. Park BT, Kwon KH. Seismic Performance Evaluation of Masonry 

Infilled Wall With Non-seismic Detail.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Safety. 2017;32(1):66-74.

25. Han SS, Kang THK. A Study on Seismic Performance of Masonry- 

infilled Reinforced Concrete Frames Retrofitted with High-

performance Materials. Journal of the Korea Concrete Institute. 

2019;31(5):449-4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