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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레탄 도막방수재의 시공조건에 따른 물성변화

A Study on the Physical Property by Construction Condition of 

Urethane Waterproofing Membrane 

김 영 삼1)* 한 천 구2)

Young-Sam Kim Cheon-Goo Han

Abstract

This study is for quality standard establishment of urethane waterproofing membrane method which is mostly applied to 
waterproofing method for underground parking lot and rooftop. The experiments were carried out on color differences, membrane 
thickness, tensile property by curing period of liquid urethane before placing protective concrete, and resistance of crack movement 
according to different substrate surface and reinforcement of non-woven fabric. As a result of experiments, it was found that color
differences is increase, membrane thickness is thick, tensile property is low as concrete placing period is shorter. In the fatigue 
property, membrane thickness of 3 mm was not broken, but 1~2 mm was broken and in the case of the membrane reinforced with 
non-woven fabric was more stable comparatively non-reinforcement 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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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건설구조물의 누수는 생활불편 뿐만 아니라 건축물 내구

수명 단축, 건축물의 가치 하락, 구조적 문제 등 사회적 문제

로 점점 부각되고 있으며, 최근 고급화된 마감재 등의 보수

범위가 늘어나면서 하자보수와 민원처리에 막대한 비용과 

인력이 소요되고 결국은 시공 기업 이미지에도 부작용을 초

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Kim, 2008; An et al., 2010).
우레탄 도막방수재는 액상의 방수제를 바탕면에 발라 손

쉽게 시공하고 신장성, 탄성, 내구성 등이 뛰어나 우리나라 

방수공사 시장에서 25% 이상이 사용되고 있다 (Shin, 2005; 
Cho and Park, 2012).

그러나 방수층의 바탕면인 콘크리트 구조물은 환경적, 시

공적 요인 및 사용재료 변화 등의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균

열이 발생된다. 또한 균열부위는 하중, 진동, 차량 등의 외적 

요인에 의해서 구조물이 존재하는 동안 지속적인 피로거동

이 발생된다. 특히 우레탄 도막방수재는 경화하면서 콘크리

트 구조물과 일체화되므로 구조물의 균열 거동이 방수재에 

직접적인 외력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방수재료에 있어서 이

러한 균열 대응성을 확보하는 것은 중요한 사항이다.
특히 우레탄 도막방수재의 균열 대응성은 도막두께의 영

향을 크게 받는데, 우레탄 도막방수재는 액상으로 시공되므

로 표면 상태에 따라 품질 편차가 크게 발생할 수 있다. 또
한 비노출 공법의 경우는 공기단축을 위하여 방수재가 충분

히 경화되기 전, 짧게는 방수층 시공 후 1일만에도 누름콘크

리트를 타설하는 경우도 있어, 우레탄 도막방수재의 양생기

간 등 다양한 시공조건 변화에 따른 방수재의 물성변화 평가

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비노출 우레탄 도막방수재가 시공

된 건설현장의 누수 실태를 조사하고, 인장성능 및 내피로성

능을 중심으로 우레탄 도막방수재에 대한 품질기준 마련을 

위한 기초적 실험으로서 비노출 우레탄 도막방수재 시공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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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Water leakage survey of construction site applied non-exposure urethane waterproofing membrane

Photo 1 Water Leakage crack under slab

누름콘크리트 타설시기에 따른 도막방수재의 물리적 성능과 

도막두께, 바탕체 조건 및 보강용 부직포 사용유무에 따른 

내피로 성능을 검토하고자 한다.

2. 비노출형 우레탄 도막방수재 시공현장 실태조사

Fig. 1은 실제 비노출형 우레탄 도막방수재가 시공된 아파

트 현장 지하주차장에 대한 누수 및 균열 실태를 조사한 것

이다. 조사 당일과 전날 우천으로 말미암아 누수가 되는 곳

이 육안으로 식별되어 균열조사를 손쉽게 할 수 있었다.
Photo 1과 같이 강수가 직접 내리고 시공과정에서 차량 

및 장비의 이동이 잦은 아파트동과 동을 연결하는 주차장 상

부 슬래브 부분에서 슬래브 균열과 누수가 많이 발생되었고, 
차량의 이동 동선을 따라 누수균열이 발생하였으며, 램프구

간에도 많은 누수균열이 발견되었다. 
즉, 슬래브 균열부분을 중심으로 누수부위가 집중되고 있

으며, 이는 슬래브에 밀착 시공된 도막방수재가 슬래브의 균

열과 함께 파단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아파트 지하주차장 상부와 같은 콘크리트 구조물

에서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콘크리트의 균열 및 장기적 

균열거동에 대응 할 수 있도록 우레탄 도막방수재의 균열대

응 성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3. 실험계획 및 방법

3.1 실험계획

국내의 비노출형 도막방수재에 대한 품질기준으로는 KS F 
3211 건설용 도막방수재 표준에서 인장강도외 21항목의 성

능기준이 제시되어 있으며, 주요 성능으로는 비노출의 경우 

인장강도 2.0 N/mm2 이상, 신장률 550% 이상, 내피로성능

은 1.0±0.5 mm 두께로 제작했을 때 -10℃ 조건에서 2,000회 

반복했을 때 구멍 뚫림 및 파단이 없을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본 연구의 실험계획은 Table 1과 같이 공기 단축을 위해 

비노출형 우레탄 도막방수재를 시공한 후 충분한 양생기간

을 확보하지 않고 누름콘크리트를 타설하는 경우를 예상하

여 누름콘크리트 타설 시기가 방수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평

가하기 위해 누름콘크리트 타설시기를 방수재 도포 후 1, 2, 
3, 7일로 계획 하였다. 이때 실험사항으로 누름콘크리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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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Experimental plan

Experimental 
factors

Experimental levels Test item

Protective 
concrete placing 

time after applying 
liquid urethane 

1 day
Color differences of concrete 
surface on urethane contact 
side, membrane thickness, 
tensile strength, elongation 

2 day

3 day

7 day

Membrane 
thickness

1 mm

Fatigue resistance

2 mm

3 mm

Substrate condition

CRC board

1st steel trowel finish

2nd steel trowel finish

Non-woven fabric 
reinforcing

None

Reinforcing

Photo 2 300×300×120 mm specimen mould preparation

1 day

Photo 3 Cut section for thickness measurement

방수층의 접촉계면 색차, 도막두께, 인장강도 및 신장률을 

측정하였다.
그리고 시공조건에 따른 내피로성능을 실험하였다. 우선 

도막의 시공 두께별 균열거동 대응성을 파악할 목적으로 방

수재의 도막두께를 1, 2, 3 mm로 계획하였다. 또한 바탕면 평

활도의 영향을 검토하기 위해 CRC (Cellulose fiber reinforced 
cement board) 보드, 흙손 1차 마감, 1차 마감 후 5시간 상

온 정치 후 흙손 2차 마감의 3수준으로 계획하였고, 부직포

의 보강유무에 대하여도 실험계획하였다. 

3.2 실험방법

3.2.1 도막두께 및 색차

도막두께 및 색차 시험은 현장상황을 모사하여 Photo 2와 

같이 300×300×120 mm의 거푸집에 10 mm 두께의 바탕 모

르타르를 타설한 후 1주일 동안 양생하고, 2액형 비노출 우

레탄 도막방수재 계량 및 배합시 4%의 희석제를 첨가하여 

배합한 다음 액상 우레탄의 질량을 측정해가면서 두께 3 
mm가 되도록 부어넣어 도포한 후 1, 2, 3, 7일간 양생한 다

음 100 mm 두께의 누름콘크리트를 타설하였다. 그 다음 1
주일간 상온 기중에서 양생한 후 Photo 3과 같이 절단하여 

등간격으로 7포인트를 표시한 다음 버니어 켈리퍼스로 도막

두께를 측정하였다.
색차 시험은 누름콘크리트에 접착된 우레탄 도막을 제거

한 다음 KS M ISO 7724-1, 2, 3에 국제조명위원회에서 권

장한 CIELAB 측정방식에 따라 색측정과 분석을 실시하였

다. 이때 광원은 D65 표준광원을 사용하였으며, 표준 관측자

는 10°시야로 하였고, 조명 조건은 45°/수직 방식을 채택한 

3자극 값 (X, Y, Z)을 측정하고, 이 수치에 의한 색차 (ΔE*)
는 NBS (National Bureau of Standard) Unit으로 색차 식 

(1)에 의해서 계산하였다.

ΔE*ab(CIELAB)=[(ΔL*)2)+(Δa*)2+(Δb*)2]1/2 (1)

여기에서 ΔL*=LT*-LR*

Δa*=aT*-aR*

Δb*=bT*-bR*

3.2.2 인장성능

인장성능 시험은 바탕 모르타르 및 누름콘크리트를 제거

하고 도막방수재를 채취한 후 Photo 4와 같이 ｢KS F 3211 
건설용 도막방수재｣ 시험방법에 따라 아령형 3호 시험체를 

제작하여 인장속도 500 mm/min로 평가하였다.

3.2.3 내피로성능

시험용 밑판은 Photo 5와 같이 CRC보드, 현장과 유사한 

조건을 모사하기 위하여 200×100×10 mm의 흙손 1차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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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day

Photo 4 Tensile strength test

1st steel trowel finish CRC board2nd steel trowel finish

Photo 5 Substrate condition

Photo 6 Fatigue test chamber

1 day

2 day

3 day

7 day

Photo 7 Color changes by protective concrete placing time

Fig. 2 Color differences by protective concrete placing time

모르타르판과 흙손 2차 마감 모르타르판으로 각각 제작하여 

사용하였다.
내피로성능 시험은 우레탄 도막방수재를 도포한 후 누름

콘크리트 타설 까지 20±2℃의 표준환경에서 각각 1, 2, 3, 7
일간 양생하였으며, 양생이 종료된 시험체의 밑판 가운데를 

방수재가 손상되지 않도록 균열을 유발시킨다. 이렇게 제작

된 시험체를 Photo 6과 같이 내피로 시험기에 고정하고, 온
도 -10℃에서 1시간 이상 보관한 다음 밑판의 균열부에 

0.5~2.5 mm의 확대 및 축소를 5회/min의 속도로 2,000회 

반복시킨다. 그 후 균열 나비를 2.5 mm 확대한 상태에서 우

레탄 도막방수재의 표면을 육안으로 관찰하여 구멍 뚫림, 찢
김 및 파단 유무를 조사하였다.

4. 실험결과 및 분석

4.1 누름콘크리트 타설시기에 따른 도막방수재의 물성

4.1.1 도막재와 접한 누름콘크리트 표면의 외관 및 색차

누름콘크리트 타설시기에 따른 도막방수재와 접한 누름콘

크리트 표면의 외관은 Photo 7과 같이 누름콘크리트 타설시

기가 짧을수록 우레탄 도막 방수층에 접한 면의 변색이 심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도막재를 도포한 다음 7일 양생 후 누름콘크리트를 

타설한 경우의 표면을 Target color 값으로 측정하고 양생기

간 3일, 2일, 1일 시험체표면의 색차 (ΔE*ab (CIELAB))를 

측정한 결과 Fig. 2와 같이 3일에서는 2.7, 2일에서는 13.0, 
1일에서는 15.8로 측정되어 누름콘크리트 타설시기가 짧을

수록 색차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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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Thickness changes by protective concrete placing time

Fig. 4 Tensile strength by protective concrete placing time

Fig. 5 Elongation by protective concrete placing time

Table 2 Fatigue resistance according to membrane thickness

Thickness (mm)
Repeat time at break 

(time)
Thickness of fatigue 

section (mm)

1 823 0.63 

2 1 406 1.40

3 No break 2.53

이는 누름콘크리트 타설시기가 짧을수록 우레탄 도막방수

재가 충분히 경화되지 못한 상태에서 체질안료 및 유기용제

가 도막방수재와 접한 누름콘크리트 계면에 전이되었기 때

문으로 판단된다.

4.1.2 도막두께

Fig. 3은 우레탄 도막재 도포 후 콘크리트 타설시기에 따

른 도막 두께를 나타낸 것이다. 누름콘크리트 타설시기가 길

어질수록 도막두께는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는데, 이는 

도막방수재 배합시 첨가한 희석제 및 방수재 자체에 포함된 

유기용제의 휘발에 의해 두께가 감소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4.1.3 인장성능

Fig. 4, 5는 우레탄 도막재 도포 후 누름콘크리트 타설시

기에 따른 인장성능을 나타낸 것이다. 우레탄 도막재 양생기

간이 길어질수록 인장강도 및 신장률은 증가하였는데, 양생

기간 7일의 경우 1일과 비교하여 인강강도는 약 20%, 신장

률은 약 7.5% 증가하였다. 
이는 누름콘크리트 타설시기가 길어질수록 액상의 도막방

수재에 포함된 유기용제의 휘발에 의해 체적이 감소하면서 

조직이 치밀해지고 안정화되어 인장성능이 향상된 것, 양생

기간이 길어질수록 2액형 우레탄의 화학적 반응시간이 증가

하면서 누름콘크리트에 포함된 수분이 강도저하에 미치는 

영향이 적어진 것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으로 분석된

다. 즉, 누름콘크리트의 타설시기를 늦추어 도막방수재의 양

생기간을 충분히 확보할수록 도막방수재의 품질이 향상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4.2 도막두께에 따른 내피로성능

Table 2, Fig. 6, Photo 8은 도막두께에 따른 우레탄 도막

방수재의 내피로성능을 나타낸 것이다. 흙손으로 1차 마감한 

모르타르판을 바탕으로 하여 제작된 시험체로서 도막두께에 

따른 내피로성능은 도막두께가 3 mm로 제작된 시험체는 

2,000회까지 반복하여도 파단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2 mm
의 경우는 1,406회에, 1 mm의 경우는 823회에 파단되었다. 
내피로성능 시험 후 시험체의 중앙부를 절단하여 도막두께

를 측정한 결과 도막두께가 증가할수록 도막두께 감소율은 

저하하였다.
이는 도막두께가 증가할수록 반복 피로거동에 대응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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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Fatigue resistance according to membrane thickness

Photo 8 Fatigue resistance specimen’s break

Table 3 Fatigue resistance according to substrate condition

Substrate condition
Repeat time at break 

(time)
Thickness of fatigue 

section (mm)

CRC board No break 2.71

1st steel trowel finish No break 2.53

2nd steel trowel finish No break 2.64

Fig. 7 Fatigue resistance according to substrate condition

Table 4 Fatigue resistance by non-woven fabric reinforcement

Reinforcement
Repeat time at break 

(time)
Thickness of fatigue 

section (mm)

None No break 2.51

Non-woven fabric 
reinforcing

No break 2.71

Fig. 8 Fatigue resistance by non-woven fabric reinforcement

우레탄 도막의 단면적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따라

서 비노출 우레탄 도막방수재의 균열거동 대응성을 확보하

기 위해서는 소정의 방수층 두께가 확보되도록 설계 및 시공

하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분석된다.

4.3 바탕상태에 따른 내피로성능

Table 3 및 Fig. 7은 바탕상태에 따른 우레탄 도막방수재

의 내피로성능을 나타낸 것이다. 내피로성능 시험은 도막두

께가 3 mm가 되도록 제작된 시험체로서 모든 시험체에서 

2,000회까지 파단이 발생하지 않았다.
내피로성능 시험 후 시험체의 중앙부를 절단하여 도막두

께를 측정한 결과 CRC 보드의 경우는 9.7%, 흙손 1차 마감

은 15.7%, 흙손 2차 마감은 12.0%의 도막두께 감소율을 나

타내어 전반적인 경향으로 바탕면 상태가 평활할수록 도막

의 내피로성 확보에 유리한 것으로 분석된다.

4.4 부직포 보강유무에 따른 내피로성능

Table 4 및 Fig. 8은 부직포 보강유무에 따른 내피로 성능

을 나타낸 것이다. 부직포 보강유무에 관계없이 모든 시험체

에서 2,000회까지 파단이 발생하지 않았으나 내피로성능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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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비노출형 도막방수재 도포 후 누름콘크리트 타설 시기에 따른 도막방수재의 물리적 특성과 바탕면 조건, 도막두께 및 보강포 사용유무에

따른 내피로성을 검토하였는데, 누름콘크리트 타설 시기가 짧을수록 변색이 심하였고, 도막두께가 두꺼운 반면 인장성능이 낮았다. 내피로

성능은 3 mm의 도막두께에서는 파단되지 않았으나 1, 2 mm는 모두 파단 되었고 부직포로 보강한 경우의 내피로성능이 상대적으로 우수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핵심 용어 : 우레탄 도막방수재, 내피로성능, 누름콘크리트

험 후 시험체의 중앙부를 절단하여 도막두께를 측정한 결과 

부직포로 보강한 시험체의 경우가 피로부 두께 감소율이 작

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직포의 주재료인 섬유의 일정한 배열이 반복피로

에 대한 거동을 일부 흡수하므로서, 우레탄 도막방수재를 안

정화시켰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비노출형 도막방수재 도포 후 7일까지 누름

콘크리트 타설 시기에 따른 도막방수재의 물리적 특성과 바

탕면 조건, 도막두께 및 보강포 사용유무에 따른 내피로성을 

검토하였는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우레탄 도막방수재 도포 후 누름콘크리트 타설 시기에 

따른 도막재와 접한 누름콘크리트 표면은 누름콘크리

트 타설 시기가 짧을수록 변색이 심하였고, 도막두께

가 두꺼운 반면 인장강도가 작고 신장률이 감소하였다.
(2) 도막두께에 따른 내피로성능은 3 mm의 도막두께에서

는 파단되지 않았지만, 1 및 2 mm는 모두 파단 되었

는데, 도막두께가 증가할수록 피로하중을 받은 부분의 

도막두께 감소율이 낮아졌다. 
(3) 바탕상태에 따른 내피로성능은 모든 시험체에서 파단

이 발생하지 않았으나, 전반적으로 바탕면의 평활도가 

양호할수록 도막두께 감소율이 저하하였다.
(4) 부직포 보강유무에 따른 내피로성능은 부직포로 보강

한 경우가 내피로성능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우레탄 도막방수재 시공 후 누름

콘크리트 타설 전까지의 일정한 양생기간을 확보하도록 공

정을 관리하고, 소정의 방수재 두께가 확보되도록 설계 및 

시공하며, 바탕면을 평활하게 처리하고, 균열부 등의 취약부

위는 부직포 등으로 보강해야 안정적인 방수성능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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