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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승†․강원대*

동양대학교 철도토목학과․*한국농어촌공사 감사실

(2011. 9. 15. 접수 / 2011. 11. 29. 채택)

Development of Repair System for Drain Pipe to Enhance Safety

Jee-Seung Chung†․Weon-Dae Kang*

Department of Railroad Civil Engineering, Dongyang University
*Office of Auditing & Inspection, Korea Rural Community Corporation

(Received September 15, 2011 / Accepted November 29, 2011)

Abstract : This study was performed to develop repair and reinforcing materials in sewage drain pipe by using 40% 
of CAC(Calcium Aluminate Cement) and 4% of Polymer Powder. Regarding reinforcing materials to enhance load- 
bearing capacity, polyester textile and wire mesh were adopted and then they were evaluated by the measurement of 
deflection and Stress-strain Relationship. Two types of drain pipe made by concrete and PE were considered as plain 
specimens and then loading test were performed after repaired by CAC mortar impregnated reinforcing materials. As 
the test results of the load-bearing test on both drain pipe, there was higher load-bearing capacity on the specimen 
adopted wire mesh but debonding of repair mortar was found due to stiffness of wire mesh. By the way, repair 
system using CAC mortar impregnated polyster textile without wire mesh showed satisfactory results including 
bonding and load-bearing capacity regardless substrate, so this repair system using by mixture of CAC mortar and 
polyster textile is suggested as the reasonable repairing method within this experimental scope.
Key Words : repair mortar, drain pipe, repair system, concrete pipe, PE(poly ethylene) pipe

1. 서 론*

하수관거를 포함하여 대부분의 하수구조물은 폐

쇄형 구조로서 지중에 매립되어 있으며 내부에는 매

우 높은 습도를 유지하고 아울러 각종 오염물질 및 

유해가스의 농도가 높아 일반 구조물 대비 열화의 

진행속도가 빠르고 내구연한도 상당히 단축되는 것

으로 알려져 있다1). 흄관 및 하수관거의 열화 진행

속도를 지연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보수를 실시하고 

있으며, 흄관 및 하수관거 보수공법에서 사용되는 

자재로 레진이 많이 사용된다. 레진은 초기 반응성

은 우수하나 유기물이기 때문에 무기물인 콘크리

트에 부착력이 떨어지고 특히 보수 후 하수 유독 

가스에 쉽게 폐색되는 현상이 발생한다. 이러한 단

점을 극복하기 위해 무기계 반응형 보수재를 일부 

사용하였으나 뒤틀림 및 탄성에 취약한 단점이 있

어 하수관거와 같이 곡률이 있는 구조체에는 적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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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상기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알루

미나계 바인더(CAC; Calcium Aluminate Cement)와 

재유화형 분말 수지(E.V.A Powder)를 적용하여 내

화학성 및 콘크리트와의 부착력이 우수한 무기계 

반응형 보수재를 개발하였고, 개발된 보수재를 철

망 및 특수 부직포와 일체화 하는 새로운 보수시스

템을 개발하였다.
개발된 보수시스템을 전용 시공 장비를 활용하

여 원형 흄관 및 하수관거에 실제로 이를 적용했을 

때 변화되는 물성을 측정 및 분석하여 이 실험에서 

도출된 결과를 토대로 보수시스템 평가 및 현장시

공에 적용 하고자 한다.

2. 보수시스템 개요

2.1. 사용재료

2.1.1. 알루미나계 바인더(CAC)
본 실험에 사용한 알루미나계 바인더(이하 CAC)

는 프랑스 K사에서 제조한 것으로서 주성분이 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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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hemical and physical properties of CAC

Item Al2O3(%) Blaine(cm2/g) Mineralogy Color

Value 38~41 2,850~3,450 CA, C4AF, C12A7 45~55

cium Silicate로 이루어진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Or-
dinary Portland Cement, 이하 OPC)와는 달리 주요 

성분이 Calcium Aluminate로 이루어져 있는 무기질 

계 기능성 바인더이다. CAC의 제조과정으로서는 

보크사이트와 석회석을 코크스와 함께 1,450~1,55
0℃에서 용융 또는 소성시킨 후 얻어진 클링커를 

미분쇄하여 분말형태로 만들어 사용하며 이는 일반

적으로 OPC와 혼용하여 사용하며 적용 시 시멘트 

모르타르의 응결 및 경화촉진에 따른 조기강도 개

선, 수축보상에 따른 균열저감 및 내화학 저항성 증

대 등의 특성을 나타낸다2). 용도로서는 알루미나

함량에 따라 내화물 및 시멘트계 제품 제조 등으로 

구분되어 지나 본 연구에서 취급하고 있는 CAC는 

Table 1에서와 같이 알루미나 함량이 약 40%인 시

멘트 모르타르용이며 본 연구에 적용한 주목적은 

하수관거내 열화요인인 생․화학부식반응에 대해 

저항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하수구조물의 생화학적 부식 메카니즘으로서는 

하수층 하부에 생존하는 혐기성 미생물이 유기물을 

분해하여 황화수소(H2S)를 생성하고 이는 다시 콘

크리트 면에 서식하는 호기성 미생물인 황산화세

균에 의해 황산(H2SO4)로 전환되어 하수시설 콘크

리트를 부식시킨다3,4). 반면 CAC는 OPC와는 전혀 

다른 광물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수화생성물도 전혀 

다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즉 CAC는 일반 OPC가 

수화하면서 발생되는 Portlandite(Ca(OH)2)를 생성하

지 않기 때문에 OPC가 황산염에 의해 침식을 받을 

경우 다공질이며 구조체가 약한 이수석고(CaSO4․

2H2O)형태로 상전이가 되고 이로 인하여 팽창이 발

생되지만5) CAC기반의 보수재의 경우 알루미나 겔(Al-
umina gel)이라는 밀실하고 건전한 Al(OH)3가 일종

의 열화에 대한 방어막을 형성시켜 외부 열화요인

들로 부터의 공격에 시멘트 구조체를 보호하는 특

성이 있다6).

2.1.2. 재유화형 분말수지

본 실험에 사용한 재유화형 분말수지는 독일 W
사에서 제조된 EVA계 분말 폴리머로서 이는 액상수

지를 스프레이 건조하여 분말화하며 다시 물에 분

산시키면 안정한 액상수지로 변환되는 제품이다. 물
에 분산된 분말수지는 건조 후 물에 녹지 않는 비

Table 2. Mix proportion of mortar

Mix 
Proportion

W/C CAC OPC Polymer Powder

30% 40% 30% 4%

Physical 
Property

Initial 
Setting Flow Bonding Strength 

(28day.)
Compressive 

Strength (28day.)

12 min. 186 mm 1.1 N/mm2 35.8 N/mm2

가역적인 폴리머 필름을 형성하고, 액상수지와 같

이 시멘트와 혼합 사용되어 부착강도 및 내마모성

능 등 일반적으로 무기계 바인더가 나타내지 못하

는 다양한 특성들을 발휘한다7). 하수관거내 부착

되는 보수 모르타르는 하지면의 상태와 상관없이 

우선 피부착체에 우수한 부착성능을 나타내야 하며 

아울러 유수에 의한 내마모성이 확보되어야 하고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생화학 부식에도 저항할 수 

있는 특성이 요구되므로 분말 폴리머를 적용하여 소

요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였다.

2.1.3. 보수 모르타르 배합 및 물성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보수시스템에 적용되는 모

르타르는 OPC, CAC, 재유화형 분말수지 이외에도 

모르타르의 성능향상을 위해 다양한 재료가 혼입

되었으며, 많은 실험을 통해 최적의 배합비를 산정

하였다. Table 2에 본 실험에 적용되는 보수 모르타

르의 배합비 및 기초물성을 나타내었다. KS F 2476 
(2007)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의 시험 방법으로 압

축강도는 40 × 40 × 160 mm 공시체를 사용하였고, 접
착강도는 70 × 70 × 20 mm 공시체 표준 몰드 위에 시

편을 40 × 40 × 10 mm로 도포 후 28일강도를 측정

하였다. 보수재의 최소 요구되는 부착강도인 1.0 N/ 
mm2를 상회하는 것으로 측정되었다.

2.2. 시스템 제작방법

보수시스템을 제작하기 위해 CAC와 재유화형 분

말수지가 혼입된 모르타르에 부직포를 함침시키고 

강성확보를 위해 와이어 메쉬(Wire mesh)를 부직포

와 함께 추가 설치한다. 이와 같이 와이어 메쉬가 혼

합된 보수재를 비굴착 보수공법에 일반적으로 사

용되는 고무튜브에 감아서 하수관거에 삽입시킨다. 
보수할 위치에 고무튜브가 도달하면 공기를 주입

하여 튜브를 가압시킨다. 이때 보수재도 함께 팽창

하여 하수관거에 밀착되고 일정시간이 경과하면 보

수재가 경화되어 하수관거와 일체화가 된다. 고무

튜브에 공기압을 제거하여 튜브를 회수하면 비굴

착 방법으로 원하는 위치의 보수를 실시하는 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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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모르타르 혼합 (b) 부직포함침 (c) 부직포 2차

(d) 보강 메쉬 (e) 고무튜 감기 (f) 공기주입

g) 완성된 보수재

Fig. 1. Execution Method.

템이다. Fig. 1은 본 연구에서 개발한 보수시스템 제

작방법을 나타낸 것이다.

3. 재하실험

3.1. 실험개요

개발된 보수 모르타르를 10 mm의 폴리에스터(Po-
lyester) 부직포에 먼저 함침시키고 여기에 눈 간격 

3 mm × 3 mm 및 두께 0.3 mm인 와이어 메쉬를 부

착하여 제조하였고 이를 각각 적용대상으로 콘크리

트 및 PE(Poly ethylene) 흄관을 하지면으로 하여 부

착하였다. 이와 같은 보수시스템에 보강재로 적용되

는 부직포 및 와이어 메쉬가 소요 보강효과가 있는

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보강재의 유무로 보수시스

템을 구분하였으며, 하중실험을 통해 보수시스템으

로서의 적합성을 비교 분석 하였다. 평가항목으로 

채택된 실험으로서는 재하에 따른 변위 및 변형률

을 측정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최종적으로 개발 보

수 시스템의 효용성을 입증하고자 하였다.

3.2. 시편제작

콘크리트 흄관 및 PE관의 제원은 Table 3에 정리

하였고, 본 실험에 적용되는 보수시스템의 조건들을 

Table 4에 정리하였다. 본 실험에 적용되는 실험체의 

사진을 Fig. 2에 나타내었다.

Table 3. Standard of drain pipe

구분 내경(mm) 두께(mm) 길이(mm)

흄 300 30 400

PE 310 45 420

Table 4. Repair system

구분 시료명 부직포 와이어메쉬

흄

C-Plain 미 용 미 용

C-1 용 미 용

C-2 용 용

PE

PE-Plain 미 용 미 용

PE-1 용 미 용

PE-2 용 용

  

(a) Concrete pipe (b) PE pipe
Fig. 2. Test specimen.

3.3. 하중재하

흄관에 적용된 보수 시스템의 물성을 측정하기 위

해 하중 재하를 주어 변형률 및 변위를 측정하기 위

해 시험 장비를 Fig. 3과 같이 설치하였다. Fig. 4는 

재하실험전경을 나타낸 사진이다.

Fig. 3. Diagram of Loading test.

Fig. 4. Loading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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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하  6 kN 작용(균열발생) (b) 하  7 kN 작용(균열증가) (c) 하  8.42 kN 작용( 괴도달)
Fig. 5. To test destruction process of C-Plain.

(a) 괴 후 지속 재하 (b) 괴 후 지속 재하 (c) 괴 형상

Fig. 6. Continue load precess of C-Plain after destruction.

(a) 하  7 kN 작용(균열발생) (b) 하  8 kN 작용(균열증가) (c) 하  15.6 kN 작용( 괴도달)
Fig. 7. To test destruction process of C-1.

3.3.1. 흄관 실험결과

보수재 설치 시 강도증진효과에 대해 검증하기 

위해 C-Plain과 C-1, C-2에 대해 하중-변위 및 하중-
변형률 측정시험을 실시하였고, 측정 데이터 값은 

Table 5에 나타내었다. 하중-변형률은 실험 중 장비

실수로 인해 noise가 너무 많아 분석 및 고찰자료로 

활용하기에는 곤란하다고 판단된다.
Table 5에서 나타내듯이 보수재를 설치한 C-1, C-2 

의 경우가 C-Plain에 비해 작게 측정되었다. 또한 파

괴에 도달하는 하중이 C-plain은 8.42 kN이고, C-1
은 15.63 kN이며, C-2는 12.29 kN으로 측정되었다. 
상기의 실험결과를 고찰할 경우 보수재를 설치한 경

우 보강효과가 있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그러나 와

이어 메쉬를 적용한 C-2가 와이어 메쉬를 적용하지 

않은 C-1에 비해 보강능력이 더욱 뛰어나다고는 할 

수 없다. 이는 부직포가 충분한 인장능력을 발휘하

기 때문에 와이어 메쉬로 인한 인장력의 상승효과

는 없다고 판단된다. Fig. 5는 C-Plain에 하중이 재하

되는 사진을 정리한 것이고, Fig. 6은 C-Plain이 파

괴되었을 때의 사진을 정리한 것이다. Fig. 6에서 나

Table 5. Load-diaplacement of concrete pipe

Case 하
(kN)

변 (mm)

C-Plain C-1 C-2

5.0 -0.45 -0.09 -0.18

6.0 -1.25 -0.11 -0.23

7.0 -2.29 -0.14 -0.30

8.0 -5.85 -0.16 -0.64

8.5 -11.4 -0.41 -0.99

9.0 - -0.79 -1.33

10.0 - -1.12 -1.62

11.0 - -1.54 -2.12

12.0 - -1.93 -2.88

12.5 - -2.39 -2.89

타낸 것과 같이 보수시스템이 적용되지 않은 콘크

리트 흄관은 갑작스러운 취성파괴를 나타낸다.
Fig. 7은 C-1의 파괴되는 과정을 나타낸 사진으로 

15.63 kN에 도달하였을 때 흄관이 파괴되었다고 추

정된다. 파괴되는 과정에서 보수재로 인한 연성효과

가 발휘되어 흄관은 파괴되었더라도 보수재의 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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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괴 후 지속 재하 (b) 보수재 부착 유지 (c) 철근 끓김, 보수재부착 유지

Fig. 8. Continue load precess of C-1 after destruction.

(a) 하  9 kN 작용(균열발생) (b) 하  11 kN 작용(균열증가) (c) 하  12.3 kN 작용( 괴도달)
Fig. 9. To test destruction process of C-2.

(a) 괴 후 지속 재하 (b) 보수재 박리 (c) 콘크리트 손, 보수재 형태유지

Fig. 10. Continue load precess of C-2 after destruction.

으로 인해 갑작스러운 취성파괴는 발생되지 않았다. 
또한, 완전파괴상태에서도 Fig. 8에 나타낸 것처럼 

흄관과 보수재는 부착상태를 유지하고 있었고, 최대

모멘트 작용구간 에서도 보수재의 부착 및 연성 효

과가 발휘되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9는 C-2의 파괴되는 과정을 나타낸 사진으로 

12.29 kN에 도달하였을 때 흄관이 파괴되었다고 추

정된다. 파괴되는 과정에서 보수재로 인한 연성효과

가 발휘되어 흄관은 파괴되었더라도 보수재의 인성

으로 인해 갑작스러운 취성파괴는 발생되지 않았

다. 또한, 완전파괴상태에서도 Fig. 10에 나타낸 것

처럼 흄관과 보수재는 일부분에 대해서 부착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C-1과 같이 전부분에 대해 

일체화는 없지만 일부분은 하중 재하 중에 탈락되는 

경우가 발생하였다. 와이어 메쉬를 적용하는 것은 

오히려 부착강도측면에서는 불리하다고 판단된다.

3.3.2. PE 실험결과

보수재 설치시 강도증진효과에 대해 검증하기 위

해 PE-Plain과 PE-1, PE-2에 대해 하중변형률 및 하

중변위 측정시험을 실시하였다. 측정 데이터 값은 

아래 Table 6과 같다. 측정값에서 나타내듯이 PE관

이 콘크리트 흄관보다 보수시스템 적용시 변위감소 

효과가 우수함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상대적으로 PE

Table 6. Test results of loading to PE pipe

센서/시료
하 (kN)

Dis(mm)

PE-Plain PE-1 PE-2

5.0 -8.35 -5.19 -5.24

10.0 -16.55 -10.89 -11.24

13.0 -23.85 -15.19 -16.78

15.0 -28.79 -18.75 -20.77

16.0 -36.44 -20.78 -23.09

16.2 -36.82 -21.01 -23.92

17.0 -37.71 -22.60 -26.19

18.0 - -25.59 -29.77

19.0 - -29.04 -31.98

19.2 - -30.08 -33.90

19.5 - -31.11 -

19.6 - -3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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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하  10 kN 작용 (b) 하  11 kN 작용 (c) 하  17 kN 작용(37.7 mm)
Fig. 11. To test destruction process of PE-Plain.

(a) 하  5 kN 작용 (b) 하  15 kN 작용 (c) 하  17 kN 작용(22.6 mm)
Fig. 12. To test destruction process of PE-1.

(a) 하  5 kN 작용 (b) 하  15 kN 작용 (c) 하  17 kN 작용(26.2 mm)
Fig. 13. To test destruction process of PE-2.

관이 콘크리트 흄관보다 강성이 작기 때문에 보수

시스템의 강성증진 효과가 더욱 지배적인 것으로 

추정된다.
Fig. 11은 PE-Plain에 하중이 재하 되는 과정을 나

타낸 사진으로 하중이 17 kN 재하시에 PE관의 변

위가 37.7 mm에 도달 하였으며, Fig. 12는 PE-1에 

하중이 재하 되는 과정을 나타낸 사진으로 하중이 

17 kN 재하시에 PE관의 변위가 22.6 mm, Fig. 13은 

PE-2에 하중이 재하 되는 과정을 나타낸 사진으로 

하중이 17 kN 재하시에 PE관의 변위가 26.2 mm 
도달하였다. PE관에서도 콘크리트 흄관과 같이 와

이어메쉬가 미적용된 보수시스템인 PE-1이 변위에 

대한 저항성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PE관은 유연

하여 콘크리트 흄관처럼 파괴양상을 확인할 수는 

없었으나 변위값에 대한 추정과 하중에 의해 상당

한 변형이 발생하여도 보수재가 PE관에서 탈락하

지 않은 점을 고려할 경우 와이에메쉬가 없이 부직

포만을 이용한 보수시스템이 효과적인 것을 확인하

였다.

4. 수치해석

4.1. 개 요

본 구조해석은 보수시스템을 적용할 경우 보수

효과뿐만 아니라 보강능력도 다소 증진되는 효과

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해석을 실시하였다. 
본 검토에서 재료의 물성치 및 단면 특성치는 실

측제원을 기준으로 적용하였으며, 해석 시 사용한 

프로그램은 범용프로그램인 MIDAS FEA을 사용하

였다. 콘크리트 흄관 제원 및 물성치는 Table 7에 나

타내었고, PE관의 물성치는 Table 8에 나타내었다.

Table 7. Material properties of concrete pipe

내경
(mm)

두께
(mm)

길이
(mm)

보수재 
두께(mm)

콘크리트
강도(MPa)

보수재
강도(MPa)

철근탄성
계수(MPa)

300 30 400 15 24 27 2.0×105

Table 8. Material properties of PE pipe

내경
(mm)

두께
(mm)

길이
(mm)

보수재 
두께(mm)

탄성계수
(MPa)

보수재
강도(MPa)

철근탄성계
수(MPa)

310 45 420 15 170 27 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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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 - Plain (b) C- 1 (c) C - 2
Fig. 15. Analysis of concrete pipe(P=8 kN).

(a) PE - Plain (b) PE- 1 (c) PE - 2
Fig. 16. Analysis of PE pipe(P= 17 kN).

Table 9. Analysis cases

구분 해석 상 부직포 와이어매쉬

흄

C-Plain 미 용 미 용

C-1 용 미 용

C-2 용 용

PE

PE-Plain 미 용 미 용

PE-1 용 미 용

PE-2 용 용

(a) Concrete pipe (b) PE pipe 
Fig. 14. Modeling.

보수시스템을 적용하여 해석하는 대상 및 조건을 

Table 9에 정리하였다.

4.2. 모델링

본 구조해석에 사용되는 수치해석 모델은 3차원 

Solid 요소로 지지점 위치를 고려하여 모델링하였다. 
균등한 하중을 위해 사용한 강판에 대해서도 Solid
요소로 모델링하였으며, PE관의 굴곡형상에 대해서

도 기하학적으로 동일하게 모델링하였다. Fig. 14에 

나타낸 것과 같이 보수재에 적용되는 부직포 및 와

이어메쉬의 물성도 고려하여 함께 모델링하였고, 하
중은 하중재하기의 재하단면에 균등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집중하중을 균등하중으로 환산하여 적용하

였다.

4.3. 해석결과

4.3.1. 흄관의 해석결과

흄관의 3Case(C-plain, C-1, C-2)에 하중이 5, 8, 10 
kN 작용할 경우에 대해 구조해석을 실시하였고 해

석결과를 Fig. 15 및 Table 10에 정리하였다.

4.3.2. PE의 해석결과

PE관의 3Case(PE-plain, PE-1, PE-2)에 하중이 10, 
17, 19 kN 작용할 경우에 대해 구조해석을 실시하

였고 해석결과를 Fig. 16 및 Table 11에 정리하였다.

Table 10. Analysys results of concrete pipe(displacement, mm)

하 C - Plain C - 1 C - 2

5 kN -0.170 -0.046 -0.042

8 kN -0.268 -0.072 -0.068

10 kN - -0.090 -0.085

Table 11. Analysys results of PE pipe(displacement, mm)
구분 PE-Plain PE-1 PE-2

10 kN -19.19 -1.31 -0.98
17 kN -32.62 -2.24 -1.68
19 kN - -2.51 -1.87



정지승, 강원대

Journal of the KOSOS, Vol. 26, No. 6, 201152

수치해석결과 부직포만을 적용한 보수재(C-1, PE- 
1)보다 부직포사이에 와이어메쉬를 함께 적용한 보

수재(C-2, PE-2)가 동일하중에 비해 변위가 적게 산

정되어 보강능력 증진이 보다 우수한 것을 알 수 있

었다. 그러나, 이는 모재와 보수재, 보수재사이의 와

이어메쉬를 이상적으로 일체화하였기 때문에 당연

한 해석결과이고, 이는 수치해석상의 모델링의 한계

로 반드시 옳은 결과라 할 수 없다.

4.4. 수치해석 및 비교 고찰

흄관과 PE관에 대한 수치해석값을 강도실험 결

과와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Table 12는 흄관에 대

한 수치해석값과 실험값을 정리한 것이다. 흄관은 C- 
Plain상태에서 작은 하중에도 갑작스러운 파괴가 발

생하여 5 kN 하중재하시 이미 소성상태에 도달하였

다. 따라서 해석값과 비교하면 실험값이 과도하게 

측정되었고, 이를 단순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며, 하중재하에 의한 해석값이 타당하게 산

정되었다고 판단된다. C-1과 C-2에서 실험값이 해

석값보다 크게 산정되었다. 이는 수치해석을 위한 

해석모델에서 흄관과 보수재가 이상적인 일체화구

조로 모델링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와

이어메쉬가 보강된 C-2가 C-1에 비해 강성이 크기 

때문에 변위값이 작게 산정된 것은 타당하다. 이러

한 해석상의 모든 조건은 흄관, 보수재, 부직포 및 

와이어메쉬가 일체화된 것으로 고려한 것이다. 그
러나 하중재하 실험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보수

재는 모재와의 일체화가 중요하다. 특히 파괴시에 

소성상태로 도달하더라도 흄관과 보수재가 일체화

될 경우 급격한 파괴도 방지되기 때문에 보수재와 

모재의 일체화가 중요평가 항목이라 판단된다. 와
이어메쉬는 수치해석결과 강도증진이 있을 것이라 

판단되어 보수재에 적용을 고려하였으나, 실험결

과 및 고찰에서도 기술하였듯이 보수재와 흄관의 

부착을 방해하기 때문에 흄관에서는 와이어메쉬가 

없는 보수시스템이 더욱 효과적인 것을 알 수 있

었다.

Table 12. Numerical analysis value and test result for concrete 
pipe.

하 (kN)
C-Plain C-1 C-2

해석값
(mm)

실험값
(mm)

해석값
(mm)

실험값
(mm)

해석값
(mm)

실험값
(mm)

5 0.170 0.450 0.046 0.090 0.042 0.180

8 0.268 5.850 072 .160 0.068 0.640

10 - - 0.090 1.120 0.085 1.620

Table 13. Numerical analysis value and test result for PE pipe

하 (kN)
PE-Plain PE-1 PE-2

해석값
(mm)

실험값
(mm)

해석값
(mm)

실험값
(mm)

해석값
(mm)

실험값
(mm)

10 19.19 16.55 1.31 10.89 0.98 11.24

17 32.62 37.71 2.24 22.60 1.68 26.19

19 - - 2.51 29.04 1.87 31.98

Table 13은 PE관에 대한 수치해석값과 실험값을 

정리한 것이다. PE관의 보수전인 PE-Plain상태에서 

해석값과 실험값을 비교한 결과 해석값이 타당하게 

산정되어 수치해석모델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그
러나, PE-1과 PE-2에서 실험값이 해석값보다 크게 

산정되었다. 이는 수치해석을 위한 해석모델에서 

상대적으로 강성이 작은 PE관과 보수재가 이상적

인 일체화구조로 모델링하였기 때문이다. 즉, 해석

상의 모든 조건은 PE관, 보수재, 부직포 및 와이어

메쉬가 일체화된 것으로 고려한 것이다. 이러한 관

점에서 와이어메쉬가 보강된 PE-2가 PE-1에 비해 

강성이 크기 때문에 변위값이 작게 산정된 것은 타

당하다. 그러나 하중재하 실험결과에서도 알 수 있

듯이 보수재는 모체와의 일체화가 중요하다. 특히 

PE관에 과도한 변형이 발생하더라도 PE관과 보수

재가 일체화될 경우 강성을 유지하므로 하중에 대해 

지속적으로 저항할 수 있기 때문에 보수재와 모재

의 일체화가 중요평가 항목이라 판단된다. 와이어

메쉬는 수치해석결과 강도증진이 있을 것이라 판단

되어 보수재에 적용을 고려하였으나, 실험결과 및 

고찰에서도 기술하였듯이 보수재와 흄관의 부착을 

방해하기 때문에 PE관에서는 와이어메쉬가 없는 보

수시스템이 더욱 효과적인 것을 알 수 있었다.

5. 결 론

1) CAC 및 고분자 분말수지가 들어가 있는 보수 

모르타르에 특수 부직포 및 와이어 메쉬를 복합화한 

보수 시스템을 흄관 및 PE 관에 적용함에 따른 내

하력 특성을 비교, 분석한 결과 흄관의 경우 보수 모

르타르와 부직포 및 와이어 메쉬를 함께 사용한 보

수 시스템이 하중이 높았으나 흄관 모체와 탈락되

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2) 보수재는 외부에서의 하중을 받을 시에 흄관 

모체와의 부착상태가 중요하므로 상대적으로 하중

이 적어도 파괴 후에도 모체와 일체화된 보수 모르

타르와 부직포 보수 시스템의 적용이 현실적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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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PE 관은 보수 모르타르와 동일한 성분인 무

기질계 흄관과 달리 유기계 석유화학제품으로 보

수 모르타르와의 접착력에 대한 우려가 있었지만 

실험결과 흄관과 같은 결과가 나왔다. 하중이 흄관

보다 높게 나왔으며 마찬가지로 보수 모르타르, 부
직포 및 와이어 메쉬를 사용한 보수 시스템이 파괴 

후에도 모체와 일체화 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4) 하중에 대한 저항은 흄관 및 PE 관 모두 보

수모르타르, 부직포 및 와이어 메쉬를 사용한 보수 

시스템이 우수하였지만 와이어 메쉬의 강성으로 인

해 모체에서 모두 탈락되는 현상이 발생하였으며 이

는 모체와 보수재와의 일체화를 중요시 하는 보수 

시스템에서는 적용 하는데 한계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5) 현재 사용되어지는 하수관거 보수재인 레진의 

단점인 수분이 함유된 콘크리트모체와의 탈락 문

제를 해결하고,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보수모르타르

에서의 H2S 가스에 의한 물성저하를 극복하기 위

해 CAC 및 고분자 분말 수지를 함유한 보수 모르

타르를 최근 적용하고 있으나 레진만큼의 변형 강

성이 낮게 측정되는 것이 사실이었다. 하지만 이를 

부직포 또는 와이어 메쉬를 이용한 보수 시스템을 

적용하면 변형에 대한 강성이 증가함을 실험결과 도

출 하였으며, 실제 현장에서 시공되는 방법에 새로

운 부직포 함침 보강 공법을 융합하여 앞으로 하수

관거뿐만 아니라 다양한 현장에 적용 가능한 제품 개

발을 할 수 있는 방향을 잡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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