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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식 가압장비(MPE)에 의한

보수재 종류별 부착강도 특성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Bonding Strength by Types of Repair 
Materials by Mechanical Pressurizing Equipment(MPE) 

유형식*, 정지승**

Hyeong-Sik Yu*,  Jee-Seung Chung*

요 약 기존 연구논문에서 일정한 크기의 압력을 가할 수 있는 기계식 가압장비를 개발하여 보수단면에 시공되는 보

수재에 압력을 가할 경우 부착강도가 증가하는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논문에서는 기계식 가압장비의 압력

을 0, 10, 30, 50 및 80kPa로 달리하여 재령 3 및 28일에서 공시체의 휨, 압축 및 부착강도와 가압판 변형을 측정한

결과를 분석하여 기계식 가압장비에 효과적인 압력을 선정하는 시험을 실시하였으며 시험결과 압력이 높을수록 강도

값은 증가하였으나 50kPa이상일 경우 가압판에 변형이 생기는 문제가 발생하였으며 이에 따라 강도값에 큰 차이가

없는 30kPa가 가장 효율적인 압력임을 알 수 있었다. 주성분이 실리카흄, 알루미나 시멘트 및 섬유를 서로 다르게 혼

합한 3종류의 보수재로 공시체를 제작한 후 건조 및 습윤 상태, 시공부위별 (천장부, 벽체부 및 바닥판) 그리고 가

압 유무에 따라 재령 3, 7, 14 및 28일에 부착강도를 측정한 결과 가압시 재령 3일 부착강도값이 비가압한 재령 7 및

14일 발현 강도값과 동등하거나 높아 공기단축이 필요로 하는 보수공사에 유리할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가압시 신속

한 수분의 배출이 가능한 셀룰로오즈 섬유가 혼입된 보수재가 가압장비에 가장 효과적임을 알 수 있었다.

주요어 : 기계식 가압장비, 보수재, 부착강도, 셀룰로오즈 섬유

Abstract In the existing research paper, we developed Mechanical Pressurizing Equipment(MPE) that can apply 
a certain amount of pressure and found out about improving the bonding strength of repair materials constructed 
in the repair section, and if pressurized, the  bonding strength could be increased. In this study, the pressure of 
Mechanical Pressurizing Equipment(MPE) was changed to 0, 10, 30, 50, and 80 kPa, and the test was 
conducted to select effective pressure by measuring the flexural, compressive, and bonding  strength of the 
specimens and deformation of the pressure plate at the age of 3 and 28th days. As a result of the test, 30 kPa 
was the most efficient pressure for the MPE. After producing the specimen with three types of repair materials 
with different main components, the bonding strength was measured according to dry and wet conditions, 
construction site (ceiling, wall and floor), and whether or not pressurized, on the 3rd, 7th, 14th, and 28th, 
indicating that the repair materials mixed with cellulose fiber was most effective for the MPE.

Key words :  Mechanical Pressurizing Equipment, Repair Material, Bonding Strength, Cellulose Fi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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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콘크리트 박스 구조물이 열화되어 보수보강이 필요

할 경우 대부분 손상부위를 파취한 후 스프레이 장비로

구조물 단면에 보수재를 분사하여 부착시키는 방법에

의존하고 있는데 콘크리트 박스 구조물 천정부위 또는

벽체와 같은 부위는 분사장비로 보수재를 충전하는데

있어 중력의 영향으로 부착력이 저하하게 되며 부착면

의 청소상태가 불량하거나 양생완료 전 진동이 발생하

게 되거나 보수단면의 환경조건 및 작업자의 숙련도에

따라 보수품질이 변동되는 문제점이 발생하여 이에 대

한 보완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1].

이에 기존 연구논문에서 시공된 보수재에 일정한 크

기의 압력을 가할 수 있는 기계식 가압장비를 개발하여

부착력 향상에 관해 알아보았으며 가압할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부위별로 차이가 있었으나 부착강도가

증가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2].

본 연구논문에서는 기계식 가압장비의 압력을 0, 10,

30, 50 및 80kPa로 달리하여 재령 3 및 28일에서 공시

체의 휨, 압축 및 부착강도와 가압판 변형을 측정하여

효과적인 압력을 선정하는 시험을 실시하였으며 강도

발현의 주된 무기질 재료가 실리카흄 및 알루미나 시멘

트인 3종류의 보수재로 공시체를 제작한 후 건조 및 습

윤 상태, 시공부위별 (천장부, 벽체부 및 바닥판) 그리

고 가압 유무에 따라 재령 3, 7, 14 및 28일에 부착강도

를 측정하여 가압이 보수재료별로 어떠한 특성을 나타

내는지에 대해 알아보았다.

Ⅱ. 연구개요

1970년대의 보수보강 공법에 사용된 주된 재료는 유

기계 에폭시로서 현장적용시 공법이 간단하다는 것과

경화시간이 빠르고 특히 부착력이 우수하여 높은 압축

및 휨강도를 발현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나 물과 접촉

할 경우 경화지연 또는 불량 등의 문제점이 발생된다는

단점으로 인해 습윤상태에 있는 구조물에 적용할 경우

주의를 필요로 한다. 또한 콘크리트와의 열팽창계수 및

탄성계수가 다르기 때문에 콘크리트와의 부착 후 보통

3년 정도 이내에 탈락할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에폭시

자체가 고가이기에 시공비 자체는 저렴하더라도 전체

보수보강 비용 측면에서는 오히려 경제성이 떨어진다

고 볼 수 있다 [3].

최근에 개발되어진 무기계 보수재료는 콘크리트와

같은 무기계열이기에 보수작업 후 잔존수명이 지속되

었으나 경화하는데 소요시간이 오래 걸리고 모체와의

일체성이 떨어져 인장 및 부착성능 등 역학적 특성이

유기계 보수재료에 비해 부족하다는 단점이 있다 [4].

1990년대에는 유무기 혼합형 보수재료가 사용되었으나,

2000년대에는 콘크리트 구조물의 보수보강시 손상이나

열화된 단면의 복구재로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가 많

이 사용되어 지고 있으며 무기계 보수재는 습윤 상태의

콘크리트 구조물에서 시공이 양호하고, 보수보강 후 잔

존수명이 매우 길다는 장점이 있으며, 소재 및 시공비

용이 저렴하기 때문에 경제성이 뛰어나다 [5].

Ⅲ. 실험개요 및 방법

1. 사용재료

1) 결합재

국내에서 생산되는 보통포틀랜드시멘트(OPC)를 결

합재로 사용하였으며, 화학성분 및 물리적 성질을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OPC의 화학성분 및 물리적 성질

Table 1. Properties of OPC

SiO2

(%)

Al2O3

(%)

Fe2O3

(%)

CaO

(%)

MgO

(%)

SO3

(%)

21.7 5.7 3.2 63.1 2.8 2.2

2) 골재

모르타르 제조용 잔골재는 6호 규사를 사용하였으며,

배합수는 일반 수돗물을 사용하였다. 잔골재의 물리적

성질은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잔골재의 물리적 성질

Table 1. Physical properties of fine aggregate

비 중 크 기, mm 흡수율, % 유기불순물

2.62 ≤0.67 0.91 없음

3) 보수재 종류

본 실험에서 사용된 보수재는 3종류를 선정하였으

며 주요 성분 및 특징을 다음 표 3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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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보수재 주성분

Table 3. Main components of repair materials

구분 주성분 수지

A type 실리카흄 폴리머 분말

B type 알루미나시멘트+나일론섬유 폴리머 분말

C type 알루미나시멘트+셀룰로즈섬유 폴리머 분말

2. 시험방법

1) 압축강도

시험체는 그림 1처럼 휨강도 시험을 행한 1조 3개의

시험체를 시험한 직 후 각각의 시험체 6개씩을 압축강

도 시험에 사용하였으며 양측면을 가압면으로 하고, 최

대하중을 구한 뒤 아래의 식 (1)에 의해 산출한다.

  


(1)

여기에서,   압축강도
  최대하중

그림 1. 압축강도용 공시체

Figure 1. Specimens for compressive strength test

2) 휨강도 시험

휨강도 시험은 40*40*150mm의 공시체를 제작하여

KS L 5104 [6]에 준하여 실험을 진행하였으며 양생방

법은 24시간(온도 20±2℃, 상대습도 65±10%) 경과 후

탈형하여 28일까지 표준 상태에서 양생한다. 시험편은

휨강도 시험을 행한 1조 3개의 시험체를 휨강도 시험에

사용한다. 시험방법은 지간거리 120 ㎜로 하고 아래의

식 (2)에 의해 시험 결과를 산출하였다.

  
 (2)

여기에서,   휨강도
  최대하중
  지간㎜
  파괴단면의 나비 ㎜
  파괴단면의 높이㎜

3) 부착강도 시험

모르타르 혼합 후 시험용 모르타르 바탕판에 안쪽치

수 350mm×120mm×10mm의 강제형틀에 채워 성형한

다음 가압챔버에 각각 0, 10, 30, 50 및 80kPa의 가압력

을 재하하고 2hr경과 후 가압력을 제거하고 표준양생실

에서 24시간 경과 후 탈형하고 재령 3일까지 양생시켜

시험체로 하며 제작과정을 그림 2에 나타내었다.

시험판 준비 모르타르 도포

가압판 박리재 도포 가압판 장착

가압 쳄버 장착 시편 가압

그림 2. 공시체 제작과정

Figure 2. Procedure of test specimens

정해진 양생이 끝난 시험체를 양생실내에 수평하게

놓고, 시료 도포면에 접착제를 바른 후 상부인장용 지

그를 가볍게 문질러 접착시킨 후 다시 그 위에 1kg의

추를 얹어 24 시간동안 양생한다. 양생 후 시료면에 대

해 수직 방향으로 인장력을 5m/min의 속도로 가하여

최대인장 하중을 구하여 부착강도를 측정한다.

4) 가압챔버 제작

기계식 가압장비의 부착력 향상 효과를 알아보기 위

해 1,600mm×1,000mm×2,000mm 챔버를 제작한 후 KS

F 4042 [7]에 의거하여 바탕체와 시험체를 제작한 후

건조상태의 경우 외기온도 17℃ 습도 45%, 습윤조건

의 경우 온도 32℃ 습도 90%로 고정시킨 후 위치별로

부착강도를 측정하였으며 챔버 전경을 그림 3에 나타내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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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압력 : 10kPa 가압압력 : 30kPa

(a) 건조상태 (b) 습윤상태

그림 3. 챔버를 이용한 부착강도 측정

Figure 3. Bonding strength of specimen in chamber

Ⅳ. 실험결과 및 고찰

1. 가압장비 적정압력 선정

기계식 가압장비의 컨트롤러로 압력을 달리하고 환

경조건 및 재령별로 휨강도, 부착강도 및 압축강도를

측정하여 정리한 것이 표 4 및 그림 4 - 7이다.

표 4. 조건별 부착강도값(MPa)

Table 4. Bonding strength value(MPa)

구 분

압축강도

(MPa)

휨강도

(MPa)

부착강도

(MPa)

28일 28일 3일

0
기건 42 7.5 -

수중 46 9.0 -

10
기건 - - 2.49

수중 - - -

30
기건 46 8.7 2.73

수중 53 9.8 -

50
기건 47 8.9 2.75

수중 55 10.3 -

80
기건 - - 3.09

수중 - - -

압력별로 측정한 보수재의 부착력을 정리하여 나타

낸 것이 그림 4로서 보수재의 부착강도는 가압력이 클

수록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여 가압력 80kPa에서는

3.09MPa로 10kPa에서의 2.49MPa에 비교하여 약 24%

의 강도증진 효과가 있다. 한편 가압력 30 및 50kPa에

서는 부착강도가 각각 2.73 및 2.75로 거의 차이가 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10kPa의 부착강도값과 비교하

여 약 10% 이상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측정되었다.

그림 4. 압력별 보수재의 부착강도

Figure 4. Bonding strength by pressure

가압장비를 사용하여 부착강도를 측정함에 있어서

압력별 가압판의 변형정도를 알아본 결과를 그림 5에

타내었으며 가압판의 변형은 30kPa까지는 일어나지 않

았으나 50kPa부터는 가압판이 휘어지는 모습이 관찰되

었으며 80kPa일 경우 내부 보수재에 변형이 발생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가압압력 : 50kPa 가압압력 : 80kPa

그림 5. 압력별 가압판의 변형

Figure 5. Deformation of pressure plate

가압판의 변형이 발생한 압력인 80kPa을 제외하고

압력을 0, 30 및 50kPa로 하고 양생조건을 달리하여 제

조한 공시체의 압축강도 측정결과를 나타낸 것이 그림

6이며 보수재의 압축강도는 가압하지 않은 경우와 비교

하여 9.5~20% 가까이 증가하는 것으로 측정되었으며

가압력 30 및 50kPa에서의 압축강도 차이는 거의 나타

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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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조건별 부착강도값(MPa)

Table 5. bonding strength value(MPa)

구

분

환

경

재

령

부착강도(MPa)

바닥 벽체 천장

A B C A B C A B C

가

압

건

조

3 2.77 2.0 2.54 2.3 1.7 2.09 1.9 1.5 2.09

7 2.95 2.6 2.84 2.64 2.4 2.55 2.08 2.1 2.28

14 3.22 2.9 3.14 2.9 2.6 2.92 2.5 2.5 2.65

28 3.32 3.15 3.63 3.24 2.78 3.57 2.95 2.63 3.01

습

윤

3 2.64 2.5 2.38 2.4 2.2 2.3 2.18 2.06 1.85

7 2.98 2.87 3.1 2.62 2.51 2.6 2.33 2.25 2.7

14 3.22 3.1 3.4 3.06 2.88 3.01 2.8 2.85 2.8

28 3.43 3.21 3.68 3.18 2.99 3.22 3.08 2.91 3.05

그림 6. 압력별 보수재의 압축강도

Figure 5. Compressive strength by pressure

공시체의 휨강도 측정결과를 나타낸 것이 그림 7이

며 이 그림에서 보수재의 휨강도 역시 가압하지 않은

경우와 비교하여 14.4~20% 가까이 증가하는 것으로 측

정되었으며 가압력 30 및 50kPa에서 휨강도 차이는

2~5%로 크게 나타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림 7. 압력별 보수재의 휨강도

Figure 5. Flexural strength by pressure

이와 같이 가압판의 변형정도와 압축강도 및 휨강도

측정결과에 의해 기계식 가압장비는 30kPa정도의 압력

을 가할 때 가장 효율적인 강도 증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보여진다.

2. 보수재 종류별 가압특성

3종류 보수재로 공시체를 제작한 후 건조 및 습윤

상태, 시공부위별 그리고 가압 유무에 따라 재령 3, 7,

14 및 28일에 측정한 부착강도 결과를 표 5 및 그림 8

- 그림 13에 나타내었다.

비

가

압

건

조

3 1.92 1.5 1.8 1.5 1.15 1.3 0.91 0.87 0.8

7 2.4 2.23 2.2 2.1 2.17 1.8 1.5 2.11 1.4

14 2.7 2.48 2.7 2.3 2.45 2.0 1.9 2.31 1.8

28 3.25 2.91 3.15 2.99 2.8 2.8 2.4 2.43 2.61

습

윤

3 2.54 1.54 2.2 1.88 1.34 1.7 1.09 1.05 1.2

7 2.73 2.02 2.5 2.34 2.32 2.2 1.85 2.11 2.1

14 2.93 2.52 2.8 2.83 2.63 2.5 2.04 2.56 2.4

28 3.23 3.03 3.24 3.01 2.87 3.01 2.6 2.57 2.81

건조환경에서 부위별 부착강도 발현정도를 그림 8

- 10에 나타내었는데 비가압시 재령에 관계없이 바닥

판> 벽체> 천장부의 순서로 나타나 중력에 의한 영향

과 재료의 부착력이 가장 우선적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보수재 종류간 부착강도 차이는 초기재

령에서 비가압시 A type 보수재 부착강도를 100으로

하여 비교하여 살펴본 결과 B type 보수재는 바닥판,

벽체 및 천장부에서 각각 78, 77 및 95%를 나타내었으

며 C type 보수재의 강도비는 각각 94, 87 및 88%로

A type 보수재가 부착강도가 높은 것으로 측정되었다.

가압한 경우를 살펴보면 B type 보수재는 바닥판,

벽체 및 천장부에서 각각 72, 74 및 79%를 나타낸 반면

C type 보수재는 각각 92, 91 및 110%를 나타내어 A

type 보수재의 부착강도와 유사하거나 상회하는 결과를

보였고 장기재령에서의 부착강도 특성을 마찬가지로

A type 보수재의 부착강도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가압

하지 않은 경우 B type 보수재는 바닥판, 벽체 및 천장

부에서 각각 90, 94 및 101%이며 C type 보수재는 각

각 97, 94 및 109%를 나타내어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

음을 알 수 있었으며 가압한 경우는 B type 보수재가

바닥판, 벽체 및 천장부에서 각각 95, 86 및 89%인 반

면 C type 보수재는 각각 109, 110 및 102%를 나타내

어 모든 부위에서 훨씬 높은 강도발현 특성을 보이고

있으며 건조환경에서 A, B 및 C type 3종류의 보수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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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부착강도 특성을 알아본 결과 가압하지 않은 경우에

서는 A type 보수재의 부착강도가 비교적 높게 나타났

으나 가압을 실시하였을 경우 C type 보수재의 부착강

도가 우수하게 나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림 8. 재령별 부착강도(건조, 바닥판)

Figure 8. Bonding strength with age(dry, floor)

그림 9. 재령별 부착강도(건조, 벽체)

Figure 9. Bonding strength with age(dry, wall)

그림 10. 재령별 부착강도(건조, 천장부)

Figure 10. Bonding strength with age(dry, ceiling)

습윤환경에서의 부위별 부착강도 측정 결과를 그림

11 - 13에 나타내었으며 건조상태에서 나타난 부착강

도 특성이 습윤상태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는데 특히

C type 보수재는 비가압시에도 재령 28일에 A type 보

수재의 부착강도와 비교하여 바닥판, 벽체 및 천장부에

서 각각 100, 100 및 108%를 나타냈으며 가압시에도 각

각 107, 101 및 100%로 측정되었다. 이처럼 보수재간

환경조건 및 가압조건에 따라 부착강도에 차이가 발생

하는 이유는 보수재를 구성하고 있는 주요성분의 차이

에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A type 보수재의 주성분

은 기본 폴리머수지에 실리카흄을 혼입하였는데 실리

카흄은 페로 실리콘 합금이나 실리콘 금속 등의 규소합

금을 전기로에서 제조할 때 발생하는 폐가스를 집진하

여 얻어지는 구형의 초미립 분말로 강력한 포졸란 반응

을 통해 강도증진효과 [8]를 나타내기에 초기재령에서

높은 부착강도 증진 효과를 보였으며 B 및 C type의

주성분은 알루미나 시멘트에 섬유를 혼입하였는데 가

장 큰 차이점은 B type에는 나일론과 같은 인조섬유가

혼입되어 있고 C type에는 천연섬유로서 셀룰로오즈

섬유를 혼입한 것이다. 알루미나 시멘트는 3CaO․

3Al2O3․CaSO4를 다량 함유하고 있어 수화반응시 빠른

속도로 침상결정의 3차원적 망목구조를 형성하는 고황

산염의 칼슘설포알루미네이트 수화물을 생성시켜 높은

강도를 발현하게 된다 [9]. 한편 셀룰로오즈 섬유는 천

연섬유로 섬유모세관을 통해 수분을 흡수하고 배출하

는데 초기재령에서 섬유에 흡수된 잉여수분이 가압에

의해 레이턴스와 함께 신속히 배출됨으로써 모르타르

의 고밀도화가 이루어지며 인공섬유와 달리 표면상태

가 거칠어 부착강도 향상에 기여하게 되므로 보수면과

의 점성을 강화하기 위해 혼입하게 된다 [10].

이상과 같이 기계식 가압장비를 통해 동일 조건의

공시체를 30kPa로 가압한 후 재령별 부착강도를 측정

한 결과 초기재령 및 장기재령 28일에서 보수재 종류

에 관계없이 모든 경우 강도상승이 나타났으며 상승률

을 비교해 보면 강도값 발현정도와 역순인 천장부 >

벽체 > 바닥판의 순서로 나타났다. 또한 재령 3일에서

나타난 부착강도값이 가압하지 않았을 경우 재령 7일

및 14일에 발현되는 강도값과 같아 가압을 통한 시공법

이 긴급공사 또는 한중공사 등 공기단축이 필요로 하는

보수공사에 유리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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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재령별 부착강도(습윤, 바닥판)

Figure 11. Bonding strength with age(wet, floor)

그림 12. 재령별 부착강도(습윤, 벽체)

Figure 12. Bonding strength with age(wet, wall)

그림 13. 재령별 부착강도(습윤, 천장부)

Figure 13. Bonding strength with age(wet, ceiling)

Ⅴ. 결 론

본 연구에서 기계식 가압장비에 의해 주성분이 서로

다른 보수재가 나타나는 부착강도 특성을 알아보기 위

한 강도시험을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1) 압력별 부착강도 측정 시험결과 50kPa이상에서

는 가압판 변형이 발생하여 30kPa정도가 가장 효율적

인 압력으로 보여진다.

2) 가압시 재령 3일 부착강도값이 비가압한 재령 7

및 14일 발현 강도값과 동등하거나 높아 공기단축이 필

요로 하는 보수공사에 유리할 것으로 판단된다.

3) 가압을 실시하였을 경우 알루미나 시멘트에 셀룰

로오즈 섬유 혼입 보수재의 부착강도가 우수하게 나오

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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