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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characteristic of new materials for repairing/reinforcement of sea and

underwater structures using urethane were studied experimentally. As a results,

following their good result was obtained. Materials and construction methods due to a

chemical reaction , so no seams , shape or form , regardless of the variety of civil

engineering in the field can be applied. Fast workability , hardening existing concrete

compared with 80% in shortening. Than the existing large concrete pouring

construction cost could be reduced by more than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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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3면이 바다인 우리나라의 습윤지역 연육교나

해안가 교량 등 바다에 인접한 도로에 설치된

각종 시설물들과 방파제, 부두시설물 등 각종

해양시설물이나 구조물들은 태풍이나 쓰나미

발생시, 하천수 유입, 파도 및 밀물의 충격으로

토사지반 사이에 해수 및 하천수가 침투하게

되어 심각한 파괴가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한

해양시설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각종 해양 시설

물과 지하의 가스관이나 통신 케이블 등 기존

구조물을 변형 없이 공동부나 파손된 옹벽 부

위만을 경제적으로 보수/보강 또는 신축할 수

있는 신재료 및 공법의 개발이 절실한 실정이

다. 또한 내염성, 내진성, 내구성 및 신속한 경

화성, 작업 편의성, 고기밀성의 특성을 가진 신

재료의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우레탄을

토목시공에 접목하는 기술을 개발하고자 한다.

현재까지의 수준은 친수성 지수제로 콘크리트

지하구조물의 누수가 비교적 많은 곳에 적용되

며 방수공사에 적용한 사례가 있으며 우레탄을

건설골재와 배합하여 해양구조물에 적용한 사

례는 2005년도 울산시 정자 해변가 옹벽, 2006

부산항 제8부두시설, 전남 신안군 증도의 해양

시설물이 부식되어 보수/보강한 이래 7-8년이

경과하였지만 현재까지 내구성에 문제는 없으

나 다만 시공자체의 의미가 크며 시공에 대한

공학적인 해석 자료는 없는 실정이다. 현재 국

내 기술적인 수준은 걸음마 단계에 불과하다.

국내에 적용한 사례는 물과 쉽게 반응하여 신

속한 지수가 가능하므로 건물 옥상이나, 목욕탕

등 누수공사에 적용하는 사례, 콘크리트 구조물

의 보수/보강, 지수 등을 위하여 유기수지를 크

랙내부에 주입하여 방수 목적으로 이용하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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례 및 토목분야의 폴리우레탄 교량 받침 기술

에 대하여 도입초기에는 전량 수입에 의존하였

으나 국내에서도 받침장치의 중요성에 대한 인

식과 국산제품의 개발에 따라 생산 및 시공업

체를 중심으로 관련 규정에 대한 정비가 이루

어져 왔다. 그러나 원천기술 도입국가의 기준을

원용하다보니 국외 여러 국가의 기준이 뒤섞여

상충되거나 합리성이 결여되고 국내 여건을 제

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현재

우레탄을 토목시공에 접목하는 기술은 시도되

고 있으나 아직 기초 연구단계인 실정이다. 또

한 해수나 하천수 유입에 의한 항만 및 각종

부두시설물들의 피해는 공유연한이 경과하여

시설물붕괴의 위험을 가중시키고 있을뿐만 아

니라 국민들의 생명이나 재산까지 위협하고 있

는 실정이다. 현실적으로 예산이 부족하여 재시

공이 어려우므로 각종시설물들을 방치해둔 심

각한 상태를 긴급히 해결해야할 방안이 요구되

고 있다.

본 연구는 우레탄이 바닷물이나 하천수 등

모든 수분에 대한 탁월한 방수성과 내염성이

있는 장점을 활용하여 파도 유입이나 하천수

범람 등 인하여 교량하부나 각종 수중 구조물

등이 수분으로부터 심각하게 부식되는 문제점

을 획기적으로 보수/보강 재료 및 공법을 연구

함에 있다. 따라서 내염성이 강한 우레탄의 장점

을 활용하여 바닷물 및 하천수 유입으로 부식된

공동구, 교량의 교각, 교대 등 각종 수중시설물

들을 원형개조 없이 보수/보강 또는 신축할 수

있는 신재료의 특성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2. 실험

2.1 시약

폴리우레탄 합성에 사용한 다이소시아네이트

는 BASF사의 작용기가 2.9이고 이소시아네이

트 함량이 31±0.5%인 4,4-di-pheny - methane

diisocyanate(MDI)를 사용하였다. 폴리올은

(주)KPX의 폴리에스테르 폴리올과 폴리에테르

폴리올을 사용하였다. 계면활성제는 Goldschmidt

사의 silicon copolymer를 사용하였으며 촉매로

는 Airproduct사의 PC-8 (dimethylcyclohexylamine)

을 사용하였다. 발포제는 화학적 발포제인 증류

수와 물리적 발포제를 사용하였다.

2.2 우레탄 약액의 제조

다가알코올이 주성분인 주제(A액, 폴리올계 화

합물의 혼합물)는 포리에테르폴리올과 저급글리

콜인 모노에틸글리콜, 디에틸렌글리콜, 트리에

틸렌글리콜, 쇄연장제인 비할로겐계 방향족1차

디아민, 실리콘계 정포제 입체장해가 큰 3차아

민계 반응촉매, 고온반응성 저점성 3차아미드계

화합물, 수분 등의 성분을 배합비율로 혼합, 반

응시켜 제조하였다

디이소시아네이트계 화합물이 주성분인 경화

제(B액, 다이소시아네이트계 화합물의 혼합물)

는 MDI단량체, MDI이량체, MDI 삼량체,

POLYMERIC MDI, MDI 프레폴리머 및 지방

족 3차디아미드계 화합물을 적절한 비율로 혼

합, 반응 시켜 제조하였다.

발포고결체의 생성방법으로 우레탄약액 주제

및 경화제를 중량비로 계량하여 용기에 함께

넣은 후 1,000rpm의 속도로 10초간 교반한 후

발포, 고결반응을 유도하였다.

2.3 측정기기 및 측정방법

(1) 점도의 측정

주제 경화제 및 이들 혼합액의 점도는

Brrokefield 모델 LVT 저점도형 점도계를 이용

하여 측정하였다.

(2) 발포배율의 측정

주제, 경화제, 두액의 혼합에 의한 우레탄 생

성시 발포배율의 측정은 잘 혼합한 일정양의

주제+경화제의 혼합액을 메스실린더내에 투입

하여 발포, 고결시킨 후 생성된 고결체의 부피

를 측정하여 이를 반응전의 처음부피(혼합액의

무게/혼합액의 비중)로 나누어 구하였다.

(3) 기계적 물성 측정

발포 고결된 우레탄의 기계적 물성인 일축압

축강도 및 굴곡강도의 측정은 한국공업규격

KSF 4923:2005 테스트법에 의거, 측정하였다.

2.4 실험방법

반경질 및 경질우레탄의 배합비를 Table 1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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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에 나타내었다.

Table 1. Compounding ratio of semihard urethane

구 분 B-1 B-2 B-3

처

방

KE-810 68.0 68.7 69.1

Polymer

Polyol
29.1 29.5 29.6

정포제 0.2 0.2 0.2

촉매 0.5 0.5 0.5

물 2.2 1.1 0.6

Open Foam

Density(g/㎤)

0.07~

0.08

0.11~

0.12

0.20~0.2

1

액비

(B/C-MDI)
100/60 100/39 100/30

* 조건

1) Polymer Polyol : KPX Chemical의 FE-733

(OH가 : 28)

2) Index : 110 기준

3) C-MDI : Crude-MDI(NCO% : 31)

Table 2. Compounding ratio of hard urethane

구 분 C-1 C-2 C-3

처

방

KR-460NF 95.5 96.4 96.8

정포제 1.5 1.5 1.5

촉매 1.2 1.2 1.2

물 1.8 0.9 0.5

Open Foam

Density(g/㎤)

0.07~

0.08

0.10~

0.11

0.19~

0.20

액비

(C/C-MDI)
100/110 100/106 100/99

* 조건

1) KN-460NF (KPX케미칼)의 OH가 : 325

2) Index : 110 기준

3) C-MDI : Crude-MDI

(1) 반경질우레탄 액비(100/60, 100/39, 100/30),

경질우레탄 액비(100/110, 100/106, 100/99) 2가

지로 구분하고 다시 3가지 유형으로 세분하여

분석하였다.

(2) 반경질, 경질로 주재료와 부재료 비율을 달

리하여 2가지 타입으로 구분하여 발포 실험을

실시하였다.

(3) 발포우레탄에 쇄석 비율을 달리하여 실험을

실시하였다.

(4) 발포우레탄의 선형 수축, 물 흡수율, 인장

강도 및 압축 강도는 한국건설생활환경 시험연

구원에 의뢰하여 측정하였다.

3. 실험결과 및 고찰

3.1 3D 구조해석( 규격 : 2m × 2m × 1m )

SAP2000으로 해석한 그림을 Fig. 1에 나타내

었다. 해석 조건은 좌면에서 우로 10kN 하중을

줌(X축 방향), 3겹 중 2겹은 콘크리트, 1겹은

우레탄으로 모델링함, S22는 y축 전단력, S33는

z축 전단력, SMAX는 최대 전단력, SMIN는 최

소 전단력으로 나타내었다.

우레탄 3D 구조해석(S22) 우레탄 3D 구조해석(S33)

우레탄 3D구조해석(SMAX) 우레탄 3D구조해석(SMIN)

Fig. 1. Schematic diagram of 3-D analysis.

해석결과 3차원 구조 해석한 경질 우레탄의

최대압축강도는 4.0N/mm2 이므로 허용 파괴계

수 fr=2.0  =1.265N/mm2로 콘크리트 허용

파괴계수의 범위 내에 분포하는 것으로 판단된

다. 본 해석에 적용한 프로그램은 국ㆍ내외적으

로 가장 범용화된 토목ㆍ건축분야 구조 해석

및 설계용 프로그램인 SAP 2000 Ver 8.1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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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Shearing Force(전단력)으로서 Y축 최대전

단력과 최소전단력은 각각 296.6KN과 231.7KN

로 나타났다. 또한 Z축은 최대와 최소가 각각

913.5KN과 661.9KN으로 나타났으며 외력이

10KN 작용시 최대전단력은 491.2KN으로서 전

반적으로 콘크리트 허용 파괴 계수 범위를 초

과하므로 수중구조물의 보수/보강재로서 유효성

이 인정될 것으로 사료된다.

3.2 쇄석혼합비에 따른 실험결과

반경질우레탄 및 경질우레탄 시리즈에 대한

쇄석혼합비에 따른 경화수축율, 인장강도, 압축

강도 및 흡수율에 대한 특성을 각각 Fig. 2∼5

및 Fig. 6∼9에 나타내었다.

(1) 반경질우레탄

1) 경화수축율(%)

0

0.05

0.1

0.15

0.2

0.25

0.3

0.35

쇄석1
(1.3kg(100/60))

쇄석2
(1.3kg(100/39))

쇄석3
(1.3kg(100/30))

Fig. 2. Characteristics of hardening shrinkage

for semihard urethane.

2) 인장강도(N/mm2)

Fig. 3. Characteristics of tensile strength

for semihard urethane.

3) 압축강도(N/mm2)

Fig. 4. Characteristics of compressive strength

for semihard urethane.

4) 흡수율(%)

Fig. 5. Characteristics of absorptance for semihard

urethane.

(2) 경질우레탄

1) 경화수축율(%)

Fig. 6. Characteristics of hardening shrinkage for

hard uretha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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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장강도(N/mm2)

Fig. 7. Characteristics of tensile strength for

hard urethane.

3) 압축강도(N/mm2)

0

0.5

1

1.5

2

2.5

3

3.5

4

4.5

쇄석1 쇄석2 쇄석3

(1.3kg(100/110)) (1.3kg(100/106)) (1.3kg(100/99))

Fig. 8. Characteristics of compressive strength

for hard urethane.

4) 흡수율(%)

Fig. 9. Characteristics of absorptance for hard

urethane.

시험성적에 의한 결과 반경질우레탄 폼(쇄석

1.3kg, 액비:B/C-MDI, 100/60, 100/39, 100/30)

의 경화수축율은 쇄석1, 쇄석2, 쇄석3 모두

0.3%으로 나타났으며 인장강도는 쇄석1에서

2.6N/mm2이며, 쇄석2에서 2.5N/mm2이며, 쇄석3

에서 2.4N/mm2이며 압축강도는 쇄석1에서

1.8N/mm2, 쇄석2에서 1.3N/mm2, 쇄석3에서

1.3N/mm2로 나타났다. 또한 흡수율은 쇄석1에

서 55%, 쇄석2에서 19%, 쇄석3에서 10%로 나

타났으므로 반경질 우레탄의 경우 쇄석1에서

최상의 인장강도와 압축강도를 나타내 최상의

신재료로서 융합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사료

된다. 한편 경질우레탄 폼(쇄석 1.3kg, 액비 :

C/C-MDI, 100/110, 100/106, 100/99)의 경화수

축률은 쇄석1에서 0.2%, 쇄석2에서 0.1%, 쇄석3

에서 0.2% 으로 나타났으며 인장강도는 쇄석1

에서 7.3N/mm2, 쇄석2에서 7.7N/mm2, 쇄석3에

서 8.3N/mm2이며 압축강도는 쇄석1에서

1.7N/mm2, 쇄석2에서 2.7N/mm2, 쇄석3에서

4.0N/mm2로 나타났다. 또한 흡수율은 쇄석1에

서 6%, 쇄석2에서 3%, 쇄석3에서 3%로 나타났

으므로 쇄석3에서 최상의 인장강도와 압축강도

를 나타내 신재료를 융합하는 것이 적정한 것

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바닷물이나 하천수 등 모든 수분에 대한 탁

월한 방수성과 내염성이 강한 우레탄의 장점을

활용하여 바닷물 및 하천수 유입으로 부식된

공동구, 교량의 교각, 교대 등 각종 수중 시설

물등이 심각하게 부식되는 문제점을 원형개조

없이 획기적으로 보수/보강 또는 신축할 수 있

는 신재료의 특성에 대하여 연구한 결과 다음

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 콘크리트를 대체할 수 있는 개발 신재료 및

공법은 방파제나 옹벽을 그대로 이용하면서 파

도 충격으로부터 부식된 옹벽 지하 공동부를

기존 구조물의 변형 없이 반영구적인 보수/보

강, 하천피해 지역의 복구 및 신축공사에 즉시

실용화가 가능하였다.

- 경화 시간과 강도가 다른 경질 우레탄을 사

용함으로 보강기술의 안정성 및 내구성 확보하



韓國産業應用學會論文誌 제16권 제1호 (2013. 02.)

- 19 -

였다.

- 내염성이 강하므로 토목의 다양한 해양 구

조물에도 즉시 현장에 적용이 가능하였다.

- 다양한 우레탄 밀도조절로 토목공사 적용

효율성 증대가 가능하였다.

- 화학 반응에 의한 재료 및 공법이므로 이음

새가 없고 모양이나 형태에 상관없이 다양한

토목현장에 적용이 가능하였다.

- 빠른 작업성, 경화성으로 콘크리트 기존과 비

교시 80% 공기단축이 가능하였다.

- 기존 큰크리트 타설보다 30%이상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었다.

- 재난, 폭우, 쓰나미 등으로 파괴된 방파제등

모든 해수 및 민물에서도 효율적 공사기능 및

경제적인 유지 관리가 가능하였다.

- 이음새가 없으므로 시설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새로운 보수공법 개발로 내구성 증대

및 과학적 인 유지관리 시스템 구축이 가능하

므로 유지관리비용 절감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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