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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recent introduction of Metal spraying method apply to construction and civil steel structure is increasing. In 

applying the metal spraying lining process of construction and civil steel structure to secure the adhesion strength 

between the metal thermal spray coating and the steel structure and the highest priority requirements are required 

bond strength test reliable measurement accordingly. In this study, by calculating the deposition intensity and the 

standard deviation, coefficient of variation corresponding to the bonding area, unlike the shape of the attachment we 

compared the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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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건축 및 토목 강구조물의 방식공법으로 금속용사 라이닝 공법의 도입이 증가하고 있다. 건축 및 토목 강구조물에 금속용사 라이닝 공법을 

적용함에 있어 금속용사 피막과 강구조물 사이의 부착강도 확보가 가장 우선적으로 요구되며 그에 따라 신뢰성 있는 부착강도 측정 시험법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부착강도 측정용 어태치먼트의 부착면적, 형상에 따른 금속용사 방식피막과 강재의 부착강도가 관련성이 클 것으로 

보고, 어태치먼트의 부착면적, 형상을 달리하여 부착강도와 그에 따른 표준편차, 변동계수를 산출하여 그 결과를 비교해 보았다.          

         

2. 실험 개요

2.1 실험인자 및 수준

금속용사 방식피막의 부착강도를 평가하기 위한 실험인자 및 수준을 표 1에 나타내었다. 실험체는 400×400×10mm 강판에 그릿블라스트 

처리하여 표면을 거칠게 하였고, 그 위에 그림 2와 같이 용사금속을 도포 한 후 봉공처리를 하였다. 부착강도 측정용 어태치먼트로는 40mm 

×40mm 각형 , 직경20∅, 40∅ 원형 3가지를 사용하였다.   

실험 인자 실험 수준 공통사항

어태치먼트의
형상 및 크기

각형 (40mmX40mm)
표면조도 : 120μm
용사피막두께 : 100μm
용사금속 : Zn, Al 합금

실험체크기 : 400X400X10mm
봉공처리

원형 (40Ø)

원형 (20Ø)

표 1. 실험인자 및 수준

그림 1 표면 조도 측정 그림 2 용사금속 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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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양대학교 건축공학과 박사과정

 *** 한양대학교 건축공학과 공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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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실험 방법

실험은 KS F 4716에 준하여 실시하였다. 용사금속이 도포된 강판 위에 인장강도 측정용 어태치먼트를 에폭시 접착제로 부착시킨 후, 24시간동

안 경화시켰다. 그 후, 그림 3과 같이 어태치먼트 주위를 강판 표면까지 절단하여 그림 5의 인장부착시험기를 사용하여 최대하중을 측정하였다. 

측정된 하중을 부착강도 산정공식을 이용하여 산출하였으며, 측정된 데이터 값들의 평균치 대비 10% 이상의 편차를 가진 실험체를 제외한 실험체

의 부착강도의 표준편차와 변동계수를 산출하였다.

그림 3 실험개요 그림 4 사용 실험체 그림 5 실험광경

3. 실험 결과

그림 6에 어태치먼트의 형상 및 크기에 따른 금속용사 방식피막의 부착강도 실험 결과를 나타내었으며, 그림 7에 수준별 표준편차와 변동계수를 

나타내었다. 부착강도 실험 결과, 20∅ 원형 어태치먼트로 측정한 부착강도가 평균 6.66Mpa로 가장 높게 측정되었으며, 40∅ 원형 어태치먼트와 

40mm×40mm 각형 어태치먼트는 각각 3.28MPa, 2.73MPa로 산출되었다. 또한 그림 7에 나타냈듯이. 40∅ 원형 어태치먼트로 측정한 부착강

도의 표준편차와 변동계수가 3가지 실험체 중 가장 낮게 측정되었다.

그림 6 부착강도 실험 결과 그림 7 표준편차 및 변동계수

4. 결 론

어태치먼트의 형상 및 크기가 금속용사 방식피막의 부착강도 측정 결과, 40∅ 원형 어태치먼트로 측정한 부착강도의 표준편차와 변동계수가 

가장 낮아 가장 신뢰도가 높은 시험방법이라 판단되며, 40mm×40mm 각형 어태치먼트로 측정한 부착강도가 가장 신뢰도가 낮다고 판단된다. 

추후 어태치먼트별 금속용사 방식피막의 파괴모드와 응력해석을 통한 적정한 부착강도 시험용 어태치먼트에 대하여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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