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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화학성 적층보강공법(CRM)을 활용한 콘크리트 구조물의 내구성능 향상

Improvement of Durability in Concrete Structures Using C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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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s a typical construction material, concrete has been used in building all kinds of structures since the late 19th century. Although 
it was recognized to secure durability as long as the regulations on design and construction have been reasonably complied, the 
trends of life-shortening and deterioration have frequently occurred due to all kinds of the external effects that have been 
experienced during the procedures of using the structures. To make matters even worse, deterioration of the concrete structures 
according to deterioration can not be controlled any more. Finally, the reality is that repair and maintenance are necessary in the 
maintenance aspect of the concrete structure. In this study, CRM(Chemical Resistance of Laminating Reinforcement Method), 
which had been developed to reinforce the surface of concrete and specially improve chemical resistance performance, has been 
applied to enhance the existing repairing and maintenance method. Therefore, the result has been drawn with comparison and 
analysis of the specimens applied with the general repairing and maintenance method and CRM through a variety of durability test
in this study. With the result of the test, durability of the specimen applied with CRM has been more improved than the existing 
repairing and maintenance method, which is judged as because of the laminating effect due to reinforcement of epoxy impregnated 
of alkali-resistance fiber and double layered fiber reinforced se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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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콘크리트는 일반적으로 적절한 설계 및 시공 규정을 준수

한다면 내구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인식되었으나, 구조물의 

사용 과정 중에 겪게 되는 각 종 외적 작용으로 인해 수명단

축 및 성능저하 현상이 빈번히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이러

한 이유로 각국은 기존의 설계시방서와 별도로 구조물의 내

구성 설계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는데 DuraCrete 등이 

그러한 일례이다 (Lee et al., 2006). 국내의 경우도 1999년 

내구성 설계 기준이 확립되어 콘크리트 구조물의 사용성을 

만족하는 동시에 내구성능을 확보하고자 노력 하고 있다. 하
지만 노후화에 따른 콘크리트 구조물의 성능 저하는 억제할 

수 없으며 결국 콘크리트 구조물의 유지관리 측면에서 보수 

및 보강은 필요한 실정이다. 콘크리트 구조물의 보수 및 보

강 공법은 여러분야가 있으나 가장 일반적으로는 손상의 정

도에 따라 콘크리트 표면을 어느 정도 제거한 후 보수 모르

타르를 도포하여 피복을 실시하는 공법이 가장 기본적이다. 
콘크리트 구조물은 콘크리트 피복을 밀실하게 할 경우 철근

의 부식으로 인한 성능 저하를 방지할 수 있으나 이 경우 모

르타르의 건조수축에 의하여 단시간 내에 균열 등이 발생하

여 수분 및 공기의 이동 통로를 제공함으로써 본래 목적하고

자 하던 피복재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는 단점이 존

재한다 (Tae et al., 2006). 따라서 그간 콘크리트 표면의 코

팅, 수지도포 및 각 종의 포졸란계 혼화재 등을 사용하여 콘

크리트 구조물의 성능 향상을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었으

나 각각 재료의 물성부족, 시공의 복잡성 및 경제성 문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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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application site (b) rust preventative (c) use of epoxy and 

glass fiber

(d) reinforcement of 

surface sheet

Photo 1 View of surface of structures using CRM 

문에 만족감을 주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이와 같이 내구성은 

매우 복잡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내구성능을 저하시키는 

요인 또한 다양하다. 최근 들어 특히 환경오염의 심화는 콘

크리트 구조물의 수명을 더욱 단축시키고 있는데 이는 콘크

리트 구조물이 접하고 있는 환경이 산성화 되고 있기 때문이

다. 황산염의 형태로 콘크리트 표면에 작용하면 모르타르가 

연화되어 박락되며 따라서 단면이 감소하여 단면력의 부족

으로 인한 균열 및 철근이 노출되어 부식한다. 또한, 대기중 

CO2 농도의 증가 역시 철근의 부식을 가속화 시켜 콘크리트 

구조물의 중성화를 가속화 시킨다 (Mindess et al., 2008).  
본 연구에서는 콘크리트 표면의 강화 및 특히 내화학 성능의 

향상을 위하여 개발되어진 내화학성 적층보강 공법(Chemical 
Resistance of Laminating Reinforcement Method, 이하 CRM)
을 적용하고자 하였다. CRM은 특히 구조물의 중성화, 염해, 
황화가스 및 CO2가스 등에 의한 내화학 성능향상에 대한 보

강공법으로서 콘크리트 또는 강구조물의 손상을 방지하고 

젖은 면에 대한 접착성, 방수성 및 내화학성이 우수하며 독

성 및 중금속 발생이 없는 구조물 보수보강공법으로 최근 들

어 이에 대한 적용이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는 콘크리트 시험체에 대한 다양한 내구성 시험을 통하여 일

반적인 보수 및 보강공법을 적용한 시험체 와의 비교분석을 

통하여 결과를 도출하고자 한다.

2. 내화학성적층보강공법 (CRM) 

우리나라는 경제발전 계획 및 국토개발계획으로 인하여 

콘크리트 구조물을 사용한 사회기간 시설물의 건설이 활발

히 이루어졌다. 한편, 건설되어진 구조물은 그간 노후화 현

상으로 인한 성능의 저하가 빈번하였지만 최근 들어서는 주

변 환경의 외기조건인 각 종 화학물질, 이산화탄소 및 염해

로 인하여 내구수명이 단축되는 현상이 다른 요인보다 빈번

히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여러 내구성능 요소 중 특히 내화

학성 및 중성화에 대한 저항성이 콘크리트 구조물에 더욱 요

구되고 있다. 기존에 사용되고 있는 공법들은 크게 에폭시계, 
수지계 및 아크릴 몰탈계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들의 

특징을 살펴보면, 에폭시계는 중성화 및 내화학성에 효과적

이나 연신율이 작아 균열 저항성이 취약하며 보강면이 젖을 

경우 부착강도가 낮아지는 단점을 나타내고 있다. 수지계는 

작업성이 양호하며 연신율이 커서 균열 저항성이 큰 장점이 

있으나 중성화에 대한 저항성이 취약하다. 아크릴 몰탈계는 

연신율이 큰 장점이 있으나 강도가 약하고 내화학성에 취약

한 단점이 존재한다 (Choi, 2010). 따라서 이러한 공법들의 

성능을 보완할 새로운 공법의 도출이 요구되며 최근 연구 개

발되어 현장에서 적용되고 있는 CRM이 주목을 받고 있다. 
CRM은 경화재로 무용재 프라이머를 사용하여 표면강화 효

과를 주었으며 이에 더하여 에폭시계의 내산섬유보강 적층

제를 첨가하여 내화학성 및 중성화에 대한 저항성 향상을 유

도하고 유리섬유계의 보강시트 및 서페이스 시트를 보강하

여 균열에 대한 저항성을 도출하고 있다. 따라서 적층공법으

로 인한 시공의 복잡성 및 시공단가의 상승이 단점으로 지적

될 수 있으나 다른 보수 및 보강공법에 비해 내구성능이 유

리하므로 경제성 측면에서는 차이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의 Photo 1은 CRM에 의한 실시공 단면을 나타내고 있다.

3. 시 험

3.1 시험체 제작

본 연구에서는 기존 보수 및 보강공법과 CRM과의 비교 

평가를 위하여 기준 시험체인 OPC와 현재 보수 및 보강공

법으로 대표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에폭시계 (Epoxy), 수지계 

(Resin), 아크릴계 (Acryl) 및 CRM으로 제작한 총 5 종류의 

시험체에 대한 압축강도시험, 내화학저항성시험, 촉진탄산화

시험 및 염소이온침투시험용의 시험체를 제작하였다. 에폭시

계는 일반적인 보수 및 보강용의 경화제이며 수지계는 폴리

에스터계의 레진으로서 일반적으로 재령 7일에 최대강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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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Properties of used materials

Kind
Comp.
stength

Tensile
strength

Bonding
strength

Viscosity

Epoxy 100MPa 60MPa 12MPa 350m.pas

Kind
Elastic

Modulus 
Rigidity
Modulus

Poisson’s
ratio

Viscosity

Resin 2.1GPa 1.3GPa 0.38 125m.pas

Kind Density pH Solids Viscosity

Acryl 1.03t/m3 7.0 50% 1000m.pas

Kind
Comp.

strength
Tensile
strength

Flexural
strength

Elongation

CRM 152MPa 23MPa 45MPa 35%

Table 2 Design of mixing proportion

Gmax

(mm)
Slump
(mm)

Air
(%)

W/B
(%)

S/a
(%)

25 75 5.5 48 41.3

Unit weight (kg/m3)

W C S G AE

166 346 718 1041 0.1384

Photo 2 View of chemical resistance test 

나타내므로 각각 수중양생 3주 후 도포하여 7일간 기건양생 

하였다. 한편, 아크릴계는 MMA계로서 콘크리트 제작시 도

포하여 2일 기건양생한 후 수중양생하여 재령 28일로 하였

다. CRM계 역시 3주 수중양생 후 CRM공법을 적용한 후 1
주일간 기건양생하였다. 사용된 재료의 물성은 다음 Table 1
과 같다.

3.2 사용 재료

본 연구에서 제작한 시험체의 설계강도는 28MPa이며 사

용된 시멘트는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 굵은 골재는 최대치수 

25mm, 비중 2.65인 부순자갈을 사용하였으며, 잔골재는 비중 

2.6, 조립률 3.02인 모래를 사용하였다. 한편, 작업성의 향상

을 위하여 공기연행제를 시멘트 중량의 0.04%를 사용하였

다. 본 시험에서 제작된 시험체의 배합표는 Table 2와 같다.

3.3 주요 시험

3.3.1 내화학저항성시험

내화학저항성시험은 산성계의 용액을 5%로 희석한 용액

에 시험체를 침지시킨 후 수중양생 시험체와 침지시킨시험

체와의 질량 및 압축강도의 변화를 통하여 저항성을 평가하

는 방법으로서 국내는 표준화된 규격이 없는 관계로 미국의 

ASTM 및 일본의 JIS방법을 주로 이용한다 (Kim, 2008). 본 

연구에서는 일본 JIS A 1193 내화학저항성시험을 사용하였

는데 ∅150×300mm의 원주형 시험체를 제작하여 수중양생 

및 5% 농도의 황산마그네슘 용액 및 황산나트륨 용액에 침

지한 후 각 각 재령 28일 및 56일에 압축강도시험을 실시하

여 저항성을 평가하였다. 다음 Photo 2에 내화학저항성시험 

전경을 나타내고 있다.

3.3.2 촉진탄산화 (중성화) 시험

대기중의 CO2는 콘크리트 구조물에 침투 시 콘크리트 내

부에 형성된 수화물인 수산화칼슘과 결합하여 탄산칼슘으로 

변화시킨다. 이러한 현상은 콘크리트 구조물의 pH를 강알카

리에서 점차적으로 중성으로 바꾸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철

근 콘크리트 구조물 내부에 매립되어 있는 철근의 부식이 우

려된다. 대기 중의 콘크리트 탄산화는 진행속도가 매우 늦기 

때문에 촉진 탄산화 시험을 통하여 이에 대한 진행속도를 예

측하고 있다. 촉진 탄산화 시험은 KS F 2584 콘크리트의 촉

진 탄산화 시험방법에 의거 100×100×400mm의 직사각형 

시험체를 제작하여 28일 및 56일까지 수중양생을 실시한 후 

온도 20±2℃, 상대습도 60±5% 및 CO2 농도 5±0.2%의 조

건하에 촉진 탄산화시험기에 정치시켰다. 탄산화 깊이의 판

별은 각 측정 재령별 시험체의 파단면에 분무기로 페놀프탈

레인 용액을 도포하여 적자색으로 변색된 구간까지의 깊이

를 표면으로부터 측정하여 진행속도를 판별하였다. 다음의 

Photo 3에 촉진 탄산화 시험 전경을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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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3 View of accelerated carbonation test

Fig. 1 Apparatus of chloride ion penetration test

Fig. 2 Results of compressive test according to ages

3.3.3 염소이온침투시험

염해를 받은 콘크리트 구조물의 경우, 이에 대한 내구수명

을 예측하기 위하여 콘크리트의 정확한 염소이온 확산계수

의 측정은 매우 중요하다. 최근 들어 해양 환경하에서의 콘

크리트 구조물의 건설 증가 및 겨울철 도심에서 제설제의 살

포가 늘어가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 특히 내구수명과 관련하

여 철근 부식의 개시를 예측하는 적절한 평가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콘크리트 내부에 침투하는 염소이온의 저항

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하여 전위차를 이용한 전기

화학적 촉진시험을 이용하고자 하여 NT Build 492 (Chloride 
Migration Coefficient from Non steady state Migration 
Experiments)시험방법에 의거 ∅100×200mm의 원주형 시

험체를 제작하여 50mm 두께로 절단하였다. 이 후 Fig. 1에 

나타난바와 같이 수산화칼슘 수용액으로 포화시킨 후 양극

에는 0.3M의 NaOH 수용액, 음극에는 10%의 NaCl 수용액

을 채워 전기적 전위차로 발생시켜 측정한다. 염소이온 침투

깊이는 시험 종료 후 시험체를 쪼개어 쪼개진 면에 0.1N의 

질산은 (AgNO3) 수용액을 분무하여 은색 염화물 침전물이 

육안으로 확실하게 나타날 때, 0.1mm 단위까지 정확하게 측

정하여 평균값을 구한다.

4. 시험결과 및 고찰

4.1 압축강도 시험결과

현재 보수 및 보강공법으로 대표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3종

류의 기존 공법을 선정하고 기준 시험체인 OPC 및 CRM으

로 제작된 시험체를 포함하여 총 5종류의 시험체에 대한 재

령 28일 및 56일에서의 압축강도 시험결과를 Fig. 2에 나타

내었다. 결과에서 나타낸바와 같이 기준 시험체인 OPC에 비

하여 보수 및 보강공법으로 제작된 시험체의 압축강도는 약 

3~13% 정도의 강도 증진율을 나타내어 효과적 이었다. 압축

강도 증진에 가장 효과적인 시험체는 CRM공법으로 제작된 

시험체이며 재령 56일에서 OPC대비 약 13% 정도의 강도 

증진율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CRM으로 제작된 함침방법 

및 적층공법이 효과적으로 콘크리트 표면을 고결 및 강화시

켜 강도를 증진시킨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보수 및 보강공

법에 관계없이 재령의 증가에 따라 압축강도는 증가하였으

며 이는 모든 시험체에서 거의 비슷한 일반적인 경향을 나타

내고 있다.

4.2 내화학저항성 시험결과

본 연구에서는 상수도수에서 수중양생한 시험체와 JIS기

준에 의거 황산나트륨 및 황산마그네슘 용액에서 28일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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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Results of chemical resistance test at 28 ages

Fig. 4 Results of chemical resistance test at 56 ages

56일간 침지하여 측정한 동일 타입 시험체와의 압축강도 결

과를 비교하여 내화학 저항성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는 Figs. 3과 4에 나타내었다. 먼저, 결과를 시험용액 종류별

로 분류하면, 황산나트륨 용액에 28일 동안 침지한 후 측정

한 압축강도는 상수도수에 28일 양생 후 측정된 압축강도 보

다 18~32%정도 낮게 나타났고, 56일 압축강도는 18~36% 
정도 낮게 나타났다. 또한, 황산마그네슘 용액에 28일 동안 

침지한 압축강도는 상수도수에서 28일 양생한 압축강도 보

다 13~22% 정도 낮게 나타났으며 56일 압축강도는 13~36% 
정도 낮게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를 고려해 볼 때 황산나트

륨 형태의 황산염이 작용할 때 콘크리트 구조물의 강도 저하

가 커서 콘크리트 구조물 유지관리 시 이에 대한 주의가 요

구된다. 

한편, 시험체 종류별 압축강도를 고찰하면, 기준 시험체인 

OPC에 비하여 보수 및 보강공법을 적용한 시험체가 강도 

저하율이 낮아 상대 강도비는 재령 28일에서 황산마그네슘

용액 침지의 경우 1.09~1.24, 황산나트륨용액 침지의 경우 

1.13~1.36 정도를 나타내었다. 또한, 재령 56일 경우, 황산마

그네슘용액 침지의 경우 1.13~1.30, 황산나트륨용액 침지의 

경우 1.12~1.46 정도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내

구성능의 저하가 더 우려되는 열약한 환경의 경우 일반 콘크

리트에 비해 보수 및 보강공법을 적용한 경우 강도의 감소율

이 낮아 효과적 이었다, 한편, CRM을 적용한 시험체의 경우 

기존의 공법으로 제작된 시험체에 비해 강도의 저하율이 크

게 낮아 내화학 저항성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CRM으

로 제작된 콘크리트 시험체는 에폭시계의 내산섬유보강 적

층제를 첨가하여 표면이 밀실하고 강화되어 나타낸 결과로 

판단된다.

4.3 촉진탄산화 시험결과

일반적으로 콘크리트 탄산화는 주로 물-시멘트비 및 환경

조건에 따라 그 양 및 속도가 좌우되며, 경과시간에 비례하

는 특성이 있다. 이 경우, 탄산화 모델은 Tuutti에 의하여 제

안된 중심부 수축 모델 (Shrinking core model)이 주로 사용

되는데 다음의 식 (1)을 이용하여 탄산화 깊이를 예측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는 콘크리트의 탄산화 과정이 이산화탄

소의 확산속도에 비하여 변화속도가 매우 느리기 때문인 것

으로 일반적으로 중심부 수축 모델이 콘크리트의 탄산화 과

정을 설명하는데 보다 용이하다 (Kim, 2008).

  





   (1)

여기서, 는 시간 에서의 탄산화 깊이, 은 대기와 접

하는 콘크리트 전면의 농도, 는 노출면 CO2 농도, 

는 콘크리트 내부의 알칼리 물질의 양, 는 주어진 콘크리

트의 구성요인과 함수상태에 따른   확산계수이다.

본 연구에서 실시된 촉진 탄산화시험으로부터 얻어진 재

령경과에 따른 탄산화 진행 깊이 측정결과시험결과, 기준 시

험체인 OPC의 탄산화 진행 속도가 가장 빠르게 나타났는데, 
4주 (28일) 및 8주 (56일) 시 측정결과는 약 7.5mm 및 10mm 
정도였다. 한편, 보수 및 보강공법을 적용한 시험체들의 경

우 4주에서 7.1mm~5.2mm, 8주에서 9.2mm~7.3mm 정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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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Results of accelerated carbonation test according to 

ages

Fig. 6 Results of chloride ion penetration test according to 

ages

나타내어 콘크리트 구조물에 적절한 표면처리를 실시하면 

탄산화에 대한 저항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기준 시

험체인 OPC와 가장 효과적인 CRM의 결과를 상대침투비로

서 비교하면 재령 28일에서 0.69 및 재령 56일에서 0.73으로 

나타나 CRM공법을 적용할 경우 약 23%~31% 정도 침투가 

낮아질 것으로 보여 이로부터 구조물의 수명연장 및 철근부

식의 속도가 늦어질 것으로 판단된다.

4.4 염소이온 침투 시험결과

본 연구에서는 콘크리트의 전위차 염소이온 확산계수를 

측정하기 위하여 확산셀의 전압을 30로 하여 8시간동안 

전류를 측정한 후 일정시간동안 전위차를 가하여 염소이온

의 이동을 촉진시킨 후 콘크리트 시험체를 할렬한 후 할렬면

을 통하여 염소이온의 침투깊이를 측정한 이 제안한 

식 (2)을 이용하여 비정상 상태의 촉진염소이온 확산계수 

( )를 구하였다 (Yeo, 2007).

 

∙

  (2)

여기서,  
 

   




∙  


, 

는 염소이온 확산계수 ( ), 는 패러데이 상수 

(×∙), 은 시편의 두께 (), 은 기

체상수 (∙), 는 실험 지속시간 ( ), 는 

비색법 (질산은)에 의한 반응 농도 ( ), 는 이온의 원

자가 (염소이온의 경우   ), 는 양극과 음극 사이의 전

압차 ( ), 는 용액의 온도 ( ), 는 염소이온의 침투깊

이 (),   : , 는 음극셀의 염소이온 

농도 (≒  )이다.

각 콘크리트의 재령에 따른 확산특성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하여 재령 28일 및 56일의 염소이온 확산계수를 구한 후 

그 결과를 Fig. 6에 나타내었다.
다른 내구성 시험결과와 마찬가지로 기준 시험체인 OPC에 

비해 보수 및 보강공법으로 제작된 시험체의 염소이온 확산계

수가 재령 28일에서 약 63%~65%, 재령 56일에서 57%~62% 
정도 감소되었다. 한편, Fig. 6의 그래프상에서 효과의 차이

가 나지 않게 보이는 이유는 확산계수의 차원 (10-12) 때문으

로 가장 효과적인 시험체인 CRM으로 제작된 시험체와 OPC 
시험체를 재령 28일에서 65%, 재령 56일에서 63% 정도의 

큰 범위로 감소되었다. 또한, 다른 보강공법들과 비교하여도 

약 15~20% 정도의 효과로 나타난다. 이는 CRM으로 제작된 

시험체의 경우 표면부에 부착된 2중의 보강시트 및 무용재 

프라이머가 콘크리트 표층 강화 및 내부의 공극을 채움으로 

(pore blocking) 인하여 조직의 치밀성 및 염소이온의 확산

경로가 길어져 염소이온의 침투가 억제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기존연구와도 유사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Kim,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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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 론

본 연구에서 기존 콘크리트 구조물에 적용되고 있는 보수 

및 보강공법의 단점을 개선한 CRM을 적용한 콘크리트 시험

체를 제작하여 각 종 내구성능 시험을 실시하여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압축강도 시험 결과, 기준 시험체인 OPC에 비하여 보

수 및 보강공법으로 제작된 모든 시험체의 압축강도는 

향상되어 효과적 이었으며, 가장 효과적인 시험체는 

CRM으로 제작된 시험체로 나타났다. 이는 CRM으로 

제작된 코팅방법 및 적층공법이 효과적으로 콘크리트 

표면을 고결 및 강화시켜 강도를 증진시킨 것으로 판

단된다.
(2) 내화학저항성 시험 결과, 황산염의 형태로 콘크리트 

구조물에 작용할 경우, 일반 콘크리트 구조물에 비해 

보수 및 보강공법을 적용한 경우 압축강도의 감소가 

낮아 효과적이었다. 특히, CRM을 적용한 시험체의 경

우 에폭시계의 내산섬유보강 적층제를 첨가하여 보다 

표면이 밀실하고 강화되어 더욱 효과적이었다. 
(3) 촉진 탄산화 시험 결과, 콘크리트 구조물에 적절한 보

수 및 보강공법 등과 같이 적절한 표면처리를 실시하

면 탄산화에 대한 저항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염소이온 침투저항성 시험 결과, 다른 내구성 시험결

과와 마찬가지로 기준 시험체인 OPC에 비해 보수 및 

보강공법으로 제작된 시험체의 염소이온 확산계수가 

감소되어 효과적이었다. 가장 효과적인 시험체는 CRM
으로 제작된 시험체로 이는 표면부에 부착된 2중의 보

강시트 및 무용재 프라이머가 콘크리트 조직의 치밀성 

및 염소이온의 확산경로가 길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5) 이상과 같은 결과, 기존 보수 및 보강공법보다 CRM

을 적용한 콘크리트 시험체의 내구성능이 향상되었는

데 이는 에폭시계의 내산섬유보강 및 2중의 유리섬유

계의 보강시트로 인한 적층효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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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콘크리트는 대표적인 건설재료로서 지난 19세기 후반 이후 각종 구조물의 축조에 활용되고 있다. 콘크리트는 일반적으로 적절한 설계

및 시공 규정을 준수한다면 내구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인식되었으나, 구조물의 사용 과정 중에 겪게 되는 각 종 외적 작용으로 인해 수명단

축 및 성능저하 현상이 빈번히 나타나고 있으며 더욱이 노후화에 따른 콘크리트 구조물의 성능 저하는 억제할 수 없으며 결국 콘크리트

구조물의 유지관리 측면에서 보수 및 보강은 필요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보수 및 보강공법의 성능을 개선하고자 콘크리트 표

면의 강화 및 특히 내화학 성능의 향상을 위하여 개발되어진 내화학성적층보강공법 (Chemical Resistance of Laminating Reinforcement
Method : CRM)을 적용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콘크리트 시험체에 대한 다양한 내구성 시험을 통하여 일반적인 보수 및 보강공법을 적용한 시험체 와의 비교분

석을 통하여 결과를 도출하였으며 시험결과, 기존 보수 및 보강공법보다 CRM을 적용한 콘크리트 시험체의 내구성능이 향상되었는데 이는

에폭시계의 내산섬유보강 및 2중의 섬유계의 보강시트로 인한 적층효과로 판단된다.

핵심 용어 : 내화학성 적층보강공법, 콘크리트, 열화, 적층효과, 보수 및 보강공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