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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성 내화보수모르터(FR-ECC)를 활용한 RC 구조물 보수공법의 

내구성능 및 내하력에 관한 실험적 연구

An Experimental Study on the Durability and Load Carrying Capacity 

of RC Structure Repair System Using FR-E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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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presents some research results on the shrinkage characteristics and frost resistance before and after 
cracking of FR-ECC(Fire Resistance-Engineered Cementitious Composite). Also, a waterstop performance and exfoliating 
resistance of multi-layer lining specimens using FR-ECC and flexural performance of beam member by repaired FR-ECC 
are estimated in this paper. Experimental results indicate that the plastic shrinkage crack and length change ratio of 
FR-ECC have been reduced as compared with that of the existing repair mortar, and that its crack resistance on the dry 
shrinkage is improved under the confining stress. As well as FR-ECC has been great in the frost resistance and its 
tensile properties under the cracked state have been not reduced by freezing and thawing reaction. In addition, beam 
member by repaired FR-ECC have been increased in the flexural properties such as initial crack moment, yeild moment, 
and its crack width has been controled in a stable by the frexural failure.

Keywords : FR-ECC(Engineered Cementitious Composite), Strain-Hardening Behavior, Multiple Cracking, Shrinkage Propertiy, 
Freezing and Thawing Resistance, Load Carrying Capa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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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들어 건축 및 토목구조물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

는 철근콘크리트(RC) 구조물은 중성화, 염해, 동결융해 

등 각종 열화요인에 의한 내구성 저하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으며, 이의 성능 개선을 위한 각종 보수보강 공사가 국

내에서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한편, 국내에서는 RC구조물의 보수공법으로 단면복구

공법, 표면보수공법, 균열주입공법 등이 일반적으로 사용

되고 있으며, 단면복구공법에서는 폴리머시멘트모르터

(Polymer Cement Mortar)가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

고 있다.

그러나, 다양한 자료에서 보고되는 바와 같이 보수공사 

후 내용년수 기간에 재균열, 박리박락, 누수, 재부식 등 

다양한 형태의 재열화현상이 빈번히 발생되고 있어 이를 

보완할 새로운 보수재료⋅공법의 개발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인장 및 휨하중 작용하에서 균열발생 

후에도 응력의 저하 없이 변형의 증대와 함께 응력이 다

시 증대되는 변형경화거동(Strain-hardening behavior)

과 이 과정에서 무수한 미세균열인 멀티플크랙(Multiple 

cracking) 특성을 발현하며, 더욱이 중공형 세라믹 분말 

및 내화재를 다량으로 혼입하여 내화성능을 대폭 향상시

킨 고인성 내화보수모르터(FireResistance-Engineered

CementitiousComposite, 이하 FR-ECC라 칭함)를 개

발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보수재료 및 내화피복재로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고인성 내화보수모르터(FR-ECC)를 RC 

구조물의 보수보강재로 활용하기 위해 FR-ECC의 수축

특성 및 동결융해저항성을 평가하였다. 더욱이, 철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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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Tensile and flexural properties of FR-ECC

(a) Tensile crack pattern (b) Flexural property

Photo 1 Crack pattern and of FR-ECC

도로터널 등 토목구조물에서 다층복공구조로 활용될 경

우에 대비하여 FR-ECC를 적용한 시험체의 지수성능과 

박리박락저항성을 평가하였으며, 대표적인 휨부재인 보부

재를 대상으로 단면보수 후의 구조성능 및 균열분산성 등

에 대하여 실험⋅실증적으로 검토하였다.

2. FR-ECC의 개요

본 연구에 사용된 FR-ECC는 마이크로 역학과 안정상

태 균열이론을 바탕으로 배합설계된 ECC에 내화성능(폭

렬방지 및 수열온도 저감 등) 및 보수성능(수밀성, 부착

성, 열화인자침투저항성 등)을 부가하도록 특수 개발된 

뿜칠형 보수재료의 일종이다.

이러한 FR-ECC는 Fig. 1에 나타낸 바와 같이 기존 보

수재료와는 달리 인장이나 휨하중 작용하에서 균열발생 

후에도 응력의 저하없이 변형의 증대와 함께 응력이 다시 

증대되는 변형경화거동을 보이며, 이 과정에서 Photo 1

에 나타낸 바와 같이 무수한 마이크로크랙이 분산 발생되

는 멀티플크랙 특성을 보인다. 이를 통해 보수 후 재균열

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무해한 마이크로크랙으로 분산시

켜 각종 재열화현상을 방지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3. 실험계획 및 방법

3.1 FR-ECC의 수축특성 평가

본 연구에서는 개발된 FR-ECC와 기존에 대표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보수모르터 2종류(RM-A 및 RM-B)를 

대상으로 소성수축, 건조수축(길이변화율), 구속수축 특

성을 비교⋅평가하였으며, 이에 사용된 보수재료의 배합 

및 성능은 Table 1과 같다.

3.1.1 소성수축 평가

소성수축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은 Photo 2(a)와 같이 

직경 500mm, 두께 50mm 내부의 중앙에 모르터를 구속

하기 위한 직경 150mm의 PVC관을 설치하여 시험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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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Mix proportion and properties of repair materials

Symbol

Mix proportion Strength (MPa)

PCMd)

(kg)
Water
(kg)

Fiber
(Vol.%)

Comp. Tensile Bending

FR-ECCa) 25 4.5 2.0 45.3 5.54 15.47

RM-Ab) 25 4.5 - 41.5 3.60 6.37

RM-Bc) 25 4.5 1.0 40.3 4.33 9.03

a) Using the High-tension PVA and High-tension PE
b) Polymer cemet mortar : Non-fiber material
c) Fiber reinforced polymer cement mortar (Using the PVA fiber)
d) Primixed cement mortar

(a) Mold (b) Chamber

Photo 2 Mold and chamber for plastic shrinkage test

Photo 3 Length change test Photo 4 Shrinkage crack test

Photo 5 Interior of freeze- 

thaw apparatus

Photo 6 Resonance frequency 

tester

Table 2 Experiments design for frost resistance evaluation of 

FR-ECC cracked by the direct tensile test.

Symbol
Tensile strain
before F&Ta)

Specimans
shape

Curing
Methodb) Test Items

ECC(0.0%) 0.1%

Dog bone 
type

W(4W)
+

A(2W)

◦Relative dynamic 
modulus

◦Appearance
◦Direct tensile test

ECC(0.2%) 0.2%

ECC(0.5%) 0.5%

ECC(1.0%) 1.0%

a) Tensile strain ratio of specimans by the direct tensile test (Before 
freeze-thaw test).

b) Cured in water(Temp. 20±3℃) during 4 weeks and in air(Temp. 
20±3℃, RH 60±10%) during 2 weeks.

링테스트에 의해 실시하였으며, 타설한 직후 온도 30±

3℃, 습도 40±5%, 풍속 4.0~4.5m/sec의 환경조건을 

유지하는 챔버(Photo 2(b))에 24시간 존치한 다음, 표면

에 발생된 균열의 폭과 길이를 측정하여 평가하였다.

3.1.2 건조수축 평가

건조수축은 양측에 스터드볼트가 매립된 40×40×160 

mm 모르터바 시험체와 다이얼게이지(Photo 3 참조)를 

사용하여 KS F 2424[모르타르 및 콘크리트의 길이변화 

시험방법]에 준하여 평가하였다.

3.1.3 구속수축 평가

구속수축은 KS F 2595[콘크리트의 건조수축 균열 시

험방법]에 준하여 Photo 4와 같이 전용몰드의 양측면에 

부착된 스트레인게이지와 데이터로거를 이용하여 실시간

으로 측정하였다.

3.2 FR-ECC의 동결융해저항성 평가

3.2.1 급속동결융해시험에 의한 내동해성 평가

본 연구에서 FR-ECC의 동결융해저항성 평가는 KS F 

2456[급속동결융해에 대한 콘크리트의 저항시험방법]에 

준하여 총 324사이클까지 실시하였으며, 매 36사이클마

다 질량감소율 및 상대동탄성계수와 외관변화를 각각 측

정하였다. Photo 5는 급속동결융해시험기의 내부를, Photo 

6은 동탄성계수를 측정하기 위한 공명진동수 측정기를 

나타낸다.

3.2.2 균열 도입후의 내동해성과 동결융해시험 후의 인

장성능 평가

일반적으로 ECC는 내동해성이 매우 우수한 것으로 기

존 연구에 의해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연구는 균열

이 발생하지 않은 건전한 조건에서의 내동해성이며, 균열 

발생 후에 동결융해 작용이 심한 지역 등 사용조건을 고

려한 검토는 아직 보고되지 않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Table 2와 같이 직접인장시험에 

의해 인위적으로 균열을 도입시킨 FR-ECC에 대한 내동

해성을 KS F 2456에 준하여 평가하였으며, 총 144사이

클까지 매 36사이클마다 상대동탄성계수와 외관변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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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Experiments design for waterstop evaluation of specimens 

using FR-ECC between lining concrete.

Symbol
Waterstop materials

Test Items
Materials THK.

LC-ECC FR-ECC 10mm ◦Bending load-displacement curve
◦Flexural toughness
◦Crack pattern
◦Amount of water percolation

LC-PRI Primera) -

LC-WPM Waterproofb) -

LC-NON Nonc) -

a) Primer : Penetrating epoxy primer.
b) Waterproof materials : Silane type.
c) Non-treatment

Fig. 2. Schematic lining concrete 

specimen

Fig. 3. Schematic bending test 

(inducing crack) 

 

Fig. 4 Schematic water permeability test and view

Fig. 5 Schematic specimen for desquamation and exfoliation test

평가하였다.

더욱이, 인위적으로 균열을 도입시킨 FR-ECC를 동결

융해시험 완료 후 직접인장시험을 실시하여 동결융해작

용에 따른 인장성능의 변화를 평가하였다.

3.3 FR-ECC의 지수성능 및 박리박락저항성 평가

3.3.1 다층복공구조로서의 지수성능 평가

최근 일본 등 외국에서는 NATM 터널의 복공공사에 

있어서 누수대책의 일환으로서 복공콘크리트(일반적으로 

강섬유보강 숏크리트) 사이에 지수재를 설치하는 다층복

공구조의 적용이 시도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FR-ECC를 다층복공구조의 지수

재로서 가능성을 검토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위한 실험계

획은 Table 3과 같다.

즉, Fig. 2와 같이 라이닝콘크리트(강섬유보강 콘크리

트) 사이에 각각의 지수재를 설치하여 시험체를 제작하였

으며, Fig. 3과 같이 시험체의 압축측까지 균열을 도입하

기 위해 변위 1mm까지 재하하여 투수시험용 시험체를 

제작하였다. 또한, 최종파괴까지 휨재하시험을 실시하여 

지수층이 라이닝콘크리트의 휨인성에 미치는 영향을 검

토하였다.

더욱이, 투수량 시험은 Fig. 4와 같이 시험체의 인장측

(균열도입부)을 위로 하고, 균열부에 염화비닐파이프를 

설치한 후 누수방지를 위해 시험체 및 파이프를 에폭시수

지로 실시하였다. 또한, 지수층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시험체 측면의 밑면 10mm는 실링을 실시하지 않았다.

3.3.2 다층복공구조에서의 박리박락저항성 평가

일반적으로 FR-ECC의 우수한 변형성능과 균열제어성

능에 의해 다층복공구조의 표면재로 사용할 경우 피복콘

크리트의 박리박락을 방지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Fig. 5와 같이 프리케스트콘크리트

판(60×400×600mm) 중앙부에 코어커터기를 이용하

여 직경 100mm, 깊이 55±1mm가 되도록 절단한 후, 

배면에 FR-ECC를 8mm의 두께로 피복(피복면적 400 

×400mm)하였다.

이후 FR-ECC를 피복하지 않은 표면의 코어부를 재하

시험(재하속도 : 최대하중까지는 1mm/min, 이후에는 

5mm/min)을 실시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하중-변위곡선

과 변위 5, 10, 15mm일 때의 파괴범위, 파괴정도, 균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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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ize and shape of beam specimen (b) Flexural loading test

Fig. 6 Size and shape of beam specimens for loading test

Table 4 Experiments design for performance evaluation of beams 

by repaired the different materials.

Symbol
Repair materials Loading

before 
repair

Test Items
Materials THK.

B-Plain Non - × ◦Moment-curvature 
curve

◦Crack width
◦Crack pattern

B-ECC FR-ECC 40mm ×

B-ECC/Na) FR-ECC 40mm ○

B-PCM PCMb) 40mm ×

a) Specimen cracked by loading test before the repair of FR-ECC
b) Polymer cement mortar : Commercial repair mortar (Comp. strength 

: 45MPa, Bending strength : 8.4MPa)

Table 5 Mix proportion of basic concrete

W/C
(%)

Unit weight (kg/m3)
Slump
(mm)

Air 
content

(%)

Comp.
strength
(MPa)W C S G SP

49.5 153 309 748 1082 0.96 75 4.0 24.6

W: Water, C: Cement(OPC), S : Sand(River sand, 2.58g/cm3), G: Gravel 
(Crushed stone, 2.62g/cm3), SP : Superplasticizer

패턴을 관찰하였다.

3.4 FR-ECC로 단면복구된 보부재의 내력 및 균열제어

성능 평가

본 연구에서는 인성 및 균열제어성능이 다른 보수재료

로 단면복구된 보부재의 내력 및 균열제어성능에 보수재

료의 종류(FR-ECC 및 PCM)가 미치는 영향과 더불어, 

단면복구 이전에 부재의 손상여부가 FR-ECC로 보수된 

보부재의 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였다. 이를 위한 

실험계획은 Table 4와 같다.

또한, Table 5는 모재콘크리트의 배합사항, Fig. 6은 

보부재의 치수 및 형상과 보수부위의 위치를 나타낸다. 

한편, FR-ECC로 보수전에 인위적 손상을 유발시킨 시

험체(B-ECC/N)는 4점 휨재하시험에 의해 중앙점 변위 

0.4mm까지 재하(보 중앙부 높이까지 약 5개의 균열이 

발생)한 후 FR-ECC로 단면복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휨재하시험은 모멘트스팬을 800mm로 한 

4점 재하하였으며, 하중 및 스팬중앙부 변위를 계측함과 

동시에 압축측의 휨모멘트 구간에 3개의 변형게이지(중

앙으로부터 200mm 간격)에 의해 압축측 변위를 측정하

였다. 또한, 인장측 휨모멘트 구간 내에 50mm 파이게이

지(15개)를 연속적으로 부착하여 균열폭을 계측하였다.

4. 실험결과의 검토 및 분석

4.1 수축특성의 평가 및 분석

4.1.1 소성수축의 평가 및 분석

일반적으로 보수재료는 높은 강도와 시공성 및 마감성 

등의 이유로 단위바인더량이 많으며, 이로 인해 소성수축

으로 인한 균열발생 위험이 크다. Table 6은 본 연구에서 

대상으로 보수재료의 소성수축 측정결과를 나타낸 것이

다. 그 결과, 다량(Vf=2.0vol.%)의 단섬유가 혼입된 FR 

-ECC는 가혹한 환경조건(온도 30±3℃, RH 40±5%, 

풍속 4.0~4.5m/sec)에서도 균열이 전혀 발생되지 않았

다. 반면, 섬유를 전혀 혼입하지 않은 RM-A는 수축균열

이 심하게 발생(총 길이 186mm)하였으며, RM-B는 수

축균열이 발생되었으나 RM-A에 비해 크게 저감됨을 확

인할 수 있었다.

4.1.2 건조수축의 평가 및 분석

Fig. 7은 KS F 2424에 준하여 측정된 건조수축에 의

한 보수재료의 길이변화율을 나타낸 것으로, 대상으로 한 

모든 보수재료는 측정개시일로부터 약 7일까지 급격한 

길이 감소가 발생하였으며, 이후에는 감소폭이 완만해지

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모든 보수재료는 KS F 4042[콘크리트구조물 보



80 한국구조물진단유지관리공학회 논문집 제16권 제2호(2012. 3)

Table 6 Test results of plastic shrinkage.

Symbol FR-ECC RM-A RM-B

Photo

Crack
length

0.0mm 186mm 76mm

Max.
width

0.0mm 0.08mm 0.04mm

Fig. 7 Length change ratio of repair mortar

Fig. 8 Relation between elapsed time and shrinkage

Table 7 Test results of shrinkage crack.

Symbol FR-ECC RM-A RM-B

Photo

Time At 25.6 days At 22.4 days At 23.1 days

Shrinkage -139㎛ -104㎛ -129㎛

수용 폴리머시멘트모르타르]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준치

(재령 28일에서 ±0.15%)를 모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 건소수축에 의한 길이변화율은 FR-ECC<

RM-B<RM-A의 순으로 작게 나타났다.

4.1.3 구속수축균열의 평가 및 분석

Fig. 8 및 Table 7은 KS F 2595[콘크리트의 건조수

축 균열 시험방법]에 준하여 측정된 보수재료의 구속수축

균열의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즉, 모든 보수재료는 재령이 증가됨에 따라 수축량이 

지속적으로 증대되어 최종적으로 건조수축에 의한 균열

이 발생하였으며, 균열발생일수는 RM-A(22.4일) <RM 

-B(23.1일) <FR-ECC(25.6일)의 순으로 늦게 발생하

였다. 또한, 균열발생 시 수축량은 RM-A(-104㎛) <

RM-B(-129㎛) <FR-ECC(-139㎛)의 순으로 크게 

나타났다.

이와 같이 섬유의 혼입량이 많은 경우가 균열발생시기 

및 균열시 수축량이 증대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균열발

생 후에도 섬유의 가교작용에 의해 균열폭이 크게 확장되

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4.2 동결융해저항성의 평가 및 분석

4.2.1 급속동결융해시험에 의한 내동해성 평가 및 분석

Fig. 9는 KS F 2456[급속동결융해에 대한 콘크리트의 

저항시험방법]에 준하여 측정된 FR-ECC의 질량감소율

과 상대동탄성계수를 나타낸 것이다. 그 결과, FR-ECC

는 324사이클까지 질량이나 상대동탄성계수의 명확한 저

하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기존의 보고와 같이 내동해성이 

우수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4.2.2 균열도입 후의 내동해성 및 동결융해 후의 인장

성능 평가 및 분석

Fig. 10은 각 단계의 변형율까지 인장균열을 인위적으

로 도입한 FR-ECC 인장시험체의 동결융해 사이클별 상

대동탄성계수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며, Photo 7은 동결

융해시험 전후의 시험체 외관을 나타낸 것이다.

그 결과, 인장시험에 의해 균열을 도입한 시험체가 건

전한 시험체에 비해 상대동탄성계수의 저하는 다소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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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Weight loss rate

(b) Relative dynamic modulus

Fig. 9 Results of rapid freezing and thawing test

Fig. 10 Relative dynamic modulus by the strain of FR-ECC

Before After

(a) ECC (0.0%) specimen

Before After

(b) ECC (1.0%) specimen

Photo 7 Specimens appearance of before and after F&T test

(a) ECC(0.0%) (b) ECC(0.2%)

(c) ECC(0.5%) (d) ECC(1.0%)

Fig. 11 Tesile strain-stress curve of FR-ECC after F&T test

나타났으나, 인장변형율 1.0%까지 균열을 도입한 시험체

(ECC(1.0%))에 있어서도 144사이클에서의 상대동탄성

계수는 90% 이상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Photo 7에 나타낸 바와 같이 인장변형율 1.0%의 시험체

에 있어서도 동결융해시험 후 파손이나 심각한 스케일링

은 나타나지 않아 FR-ECC는 균열이 발생된 후에도 동

결융해에 의한 급격한 성능저하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Fig. 11은 144사이클까지 급속동결융해시험을 

실시한 FR-ECC 시험체를 대상으로 직접인장시험에 의

한 응력-변형곡선을 나타낸 것이며, Table 8은 종국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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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Tensile test results of FR-ECC after F&T test

ECC(0.0%) ECC(0.2%) ECC(0.5%) ECC(1.0%)

Tensile strain
(%)

5.44 5.50 4.96 4.89

Tensile strength
(MPa)

8.0 8.4 7.8 7.8

Fig. 12 Relationship between bending load and displacement

Table 9 Bending test results of multi-layer lining

Test items LC-ECC LC-PRI LC-WPM LC-NON

Decline ratio of bending 
load after initial crack

40% 60% 60% 60%

Flexural toughnessat 
1mm displacement (MPa)

3.04 1.52 1.71 1.75

Crack width of 
comperssion side (mm)

0.023 0.046 0.037 0.066

Crack width of tesile 
side (mm)

0.77 1.06 1.34 0.97

Crack pattern Micro Macro Macro Macro

(a) LC-ECC

(b) LC-PRI

(c) LC-WPM

(d) LC-NON

Photo 8 Crack pattern of multi-layer lining at 1mm displacement

율 및 인장강도의 평균치를 나타낸 것이다.

그 결과, 초기에 도입한 변형율이 클수록 동결융해시험 

후 인장응력-변형 곡선의 초기 기울기는 완만하게 나타

났으며, 이는 동결융해시험 전 도입한 변형에 의해 FR- 

ECC의 매트릭스가 손상되어 나타난 현상으로 판단된다. 

또한, Table 8에 나타낸 바와 같이 초기 도입한 변형율이 

클수록 동결융해시험 후의 종국 인장변형율 및 인장강도

는 대체적으로 다소 저하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도입 

변형율 1.0% 시험체(ECC(1.0%))에서도 동결융해시험 

후 인장변형율 및 인장강도는 각각 4.89% 및 7.8MPa로 

ECC(0.0%) 시험체의 약 90% 이상을 나타내고 있다.

이상과 같이 본 연구의 범위에서는 동결융해작용이 균

열을 도입한 FR-ECC의 인장성능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미미한 것으로 판단되며, FR-ECC는 균열발생 후에도 

동결융해에 대한 저항성의 확보가 기대된다.

4.3 다층복공구조에서의 지수성능 평가 및 분석

Fig. 12는 지수재 종류에 따른 다층복공구조 시험체에 

대하여 종국파괴까지 휨재하를 실시한 경우의 휨하중-변

위곡선을 나타낸 것이며, Table 9는 재하점 변위 1mm까

지만 재하시험을 실시한 경우의 실험결과를 나타낸 것이

다. 또한, Photo 8은 재하점 변위 1mm에서의 균열패턴

을 나타낸 것이다.

그 결과, 초기 균열발생 후 휨하중의 저하율은 지수재

로서 FR-ECC를 사용한 경우(LC-ECC)는 약 40%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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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LC-ECC (b) LC-PRI

(c) LC-WPM (d) LC-NON

Fig. 13 Relationship between the elapsed time and amount of 

water percolation

Fig. 14 Amount of water percolation 

Fig. 15 Relationship between load and displacement

도, 프라이머, 방수재 및 무처리 시험체는 약 60%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재하점 변위 1mm에서의 휨인성

계수는 지수재의 종류에 관계없이 1.52~1.75MPa로 유

사하였지만, FR-ECC를 사용한 경우에는 3.04MPa로 무

처리에 비해 휨인성계수가 크게 향상되었다. 한편, 균열

패턴을 살펴보면 프라이머나 방수재를 사용한 경우에는 

무처리에 비해 인장측의 균열폭은 크지만, 압축측의 균열

폭은 작게 나타났다. 반면, FR-ECC를 사용한 경우에는 

무처리에 비해 인장측 및 압축측 모두 균열폭이 작게 나

타났다.

Fig. 13은 각 시험체의 단위시간당 투수량을 나타낸 것

으로, 대부분의 시험체에 있어서 측정개시 약 1시간 이내

에는 투수량의 편차가 크게 나타났으나, 이후에는 일정한 

값으로 수렴되었으며, 이는 시험체 자체의 흡수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LC-ECC 시험체를 제외하고는 

시험체마다 투수량의 편차가 크게 나타났으며, 이는 모체

인 섬유보강콘크리트의 결함개소 비율에 기인된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LC-ECC 시험체의 경우에는 다른 지수

재에 비해 확실히 균질한 층을 형성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투수량의 편차가 작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또한, Fig. 14는 각 지수재 종류별 투수량의 평균치를 

나타낸 것으로, 평균 투수량은 무처리에 비해 지수재를 

설치한 경우가 작게 나타났다. 특히, FR-ECC를 적용한 

시험체의 평균투수량은 무처리의 약 1.3% 수준으로 다른 

지수재에 비해 크게 낮게 나타났으며, 이는 FR-ECC의 

균열폭 제어성능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다

층복공구조에 있어서 지수재로서 FR-ECC의 적용성이 

우수한 것으로 판단된다.

4.4 다층복공구조에서의 박리박락저항성 평가 및 분석

Fig. 15는 박리박락시험시 중앙점 변위량과 하중의 관

계를 나타내며, Photo 9는 각 변위량에서의 시험체 외형

과 시험후 균열패턴을 나타낸다.

즉, FR-ECC의 박리박락저항성에 있어서 초기균열의 

발생과 동시에 하중의 저하가 나타났지만, 섬유가교작용

에 의한 FR-ECC의 균열제어성능에 의해 변위 10mm 

이상에 있어서도 하중이 2kN 이상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

다. 또한, 변위의 진행과 함께 균열발생 범위가 넓어졌지

만 재하종료시까지 FR-ECC의 박리박락은 발생하지 않

았다. 한편, 시험종료 후 파괴범위 내에서는 Photo 9(e)

와 같이 무수한 미세균열(Multiple cracking)이 발생하

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이, FR-ECC는 균

열제어성능에 의한 우수한 변형성능으로 일본고속도로관

리공단의 박리박락에 대한 기준을 만족하고 있어 터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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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Displacement : 5mm

(a) Before loading test

(c) Displacement : 10mm

(e) Crack pattern (d) Displacement : 15mm

Photo 9 Appearance and crack pattern of specimens

Fig. 16 Moment-curvature curve of beam members

Table 10 Results of flexural properties of beam member

Symbol

At initial crack At yield At ultimate

Moment
(kN․m)

Rate
(%)

Moment
(kN․m)

Rate
(%)

Moment
(kN․m)

Rate
(%)

B-Plain 10.85 100 50.67 100 53.85 100

B-ECC 14.60 135 57.73 114 59.98 111

B-ECC/N 11.25 104 57.83 114 60.20 112

B-PCM 11.82 109 50.58 100 53.98 100

Fig. 17 Relationship between crack width and steel strain

(a) B-Palin specimen

(b) B-ECC Specimen

(c) B-ECC/N Specimen

(d) B-PCM Specimen

Photo 10 Crack pattern of beam members

박리박락의 저항성이 요구되는 개소에서 박리박락 방지

재로서 사용이 기대된다.

4.5 FR-ECC로 보수된 보부재의 성능평가 및 분석

Fig. 16은 각 보수재료로 단면복구 된 보부재(200× 

300×3,000mm)의 모멘트-곡률 곡선을 나타낸 것이며, 

Table 10은 각 보부재의 휨성능을 평가한 결과이다. 또

한, Fig. 17은 보부재의 밑면에 부착된 파이게이지(검측

구간 50mm)에 의한 균열폭과 인장철근의 변형량과의 관

계를 나타낸 것이며, Photo 10은 시험종료 후 보부재에 

발생된 균열패턴 및 균열의 상세그림을 나타낸 것이다.

그 결과, 건전한 무보수 시험체(B-Plain)는 모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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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5kN⋅m에서 초기균열이 발생하였고, 모멘트 50.67 

kN⋅m에서 항복모멘트를 보였으며, 이후 변위의 증대와 

함께 인장측에 약 150~200mm 간격으로 발생한 매크로

크랙의 폭이 점점 확대(Fig. 17 및 Photo 10(a) 참조)되

면서 극한모멘트(53.85kN⋅m)에 도달하였다.

또한, 기존에 단면복구재로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폴

리머시멘트모르터로 보수된 시험체(B-PCM)는 초기균

열시 모멘트가 무보수 시험체(B-Plain)에 비해 다소 증

대(11.82kN⋅m로 약 9% 증대)되었으나, 항복모멘트, 

극한모멘트 및 균열패턴은 무보수 시험체와 거의 동등한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FR-ECC로 단면복구 된 시험체(B-ECC)는 초기

균열 발생시 모멘트는 14.60kN⋅m로 무보수 시험체에 비

해 약 35% 증대되었으며, 항복시 모멘트도 57.73kN⋅m

로 약 14% 정도, 극한모멘트는 59.98kN⋅m로 약 11% 

정도 증대되었다. 이는 본 연구에 사용된 FR-ECC가 기

존 연구에서 보고된 바와 같이 일정량의 인장력을 부담하

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B-ECC 시험체의 균열발생 패턴을 살펴보면 하

중의 증대와 함께 인장측에 미세균열(micro crack)이 발

생하였고, 그 후 모체콘크리트에 균열이 발생하면 보수재

인 FR-ECC 층의 균열은 모체콘크리트의 균열 위치에 

집중적으로 발생되었으며(Photo 10(b) 참조), Fig. 17

에 나타낸 바와 같이 철근의 인장변형량이 증대될수록 균

열폭이 증대되었으나, B-Plain 및 B-PCM 시험체에 비

해 균열폭 증대량의 기울기가 매우 완만해졌다. 특히, 이 

과정에서 인장력을 받는 FR-ECC 층의 균열폭 확장이 

집중되지 않고 균열 본수가 크게 증대되었으며, 철근변형

량 2,000(×10-6)까지 평균 균열폭(파이게이지 변형량

÷균열개수)을 약 80㎛ 이하로 제어할 수 있었다. 이는 

인장력을 받는 FR-ECC 고유의 성능인 균열제어성능

(즉, Multiple cracking)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되며, 탁

월한 균열폭 제어에 의해 기존 보고와 같이 균열발생 후

에도 내구성의 유지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FR-ECC로 단면보수 전에 4점 재하시험에 의해 

중앙변위 0.4mm까지 인위적으로 손상을 유발(보 중앙높

이까지 5개의 휨균열이 발생)시킨 시험체(B-ECC/N)는 

초기균열발생시 모멘트가 11.25kN⋅m로 손상이 없는 

시험체(B-ECC)에 비해 낮으나 무보수 시험체보다는 높

게 나타났다.

반면, FR-ECC/N 시험체의 항복모멘트, 극한모멘트 

및 균열패턴과 폭은 손상 전 시험체와 거의 유사한 특성

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손상된 보부재의 보수보강재료

로 FR-ECC를 사용할 경우 손상 전의 보수보강 효과와 

동등한 정도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고인성 내화보수모르터(FR-ECC)를 활용한 RC 구조

물 보수공법의 내구성능 및 내하력 등을 실험⋅실증적으

로 평가한 결과, 본 연구의 범위에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1) FR-ECC와 기존 보수모르터의 수축특성을 비교⋅
검토한 결과, FR-ECC는 기존 보수모르터 보다 

소성수축에 의한 균열을 억제할 수 있고, 건조수축

에 의한 길이변화율도 저감시킬 수 있으며, 더욱이 

구속상태에서의 건조수축에 의한 균열 발생시기 

및 폭을 개선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급속동결융해시험에 의해 FR-ECC의 내동해성을 

검토한 결과, 건전상태에서의 내동해성은 매우 우

수하게 나타났으며, 동결융해작용 전에 인위적으

로 균열을 도입하여도 내동해성이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고, 동결융해작용에 의한 인장성능의 급격

한 저하는 확인되지 않았다.

(3) FR-ECC와 기존 지수재를 다층복공구조에서 지

수재로서의 성능을 비교⋅검토한 결과, FR-ECC

는 탁월한 균열제어성능에 의해 균열발생 후에도 

기존 지수재에 비해 지수성능의 확보⋅유지가 가

능한 것으로 나타나 다층복공구조에서 지수재로서

의 사용이 기대된다.

(4) FR-ECC로 박층 보수된 시험체를 대상으로 박리

박락저항성을 평가한 결과, FR-ECC의 우수한 균

열제어성능에 의해 시험종료시까지 박리박락이 전

혀 발생되지 않아 터널 등 박리박락저항성이 요구

되는 개소에서의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5) FR-ECC로 단면복구 된 휨부재를 대상으로 휨성능 

및 균열제어성능을 비교⋅평가한 결과, FR-ECC

의 인장성능과 균열제어성능에 의해 부재의 손상

여부에 관계없이 기존 보수모르터 보다 보수보강

효과가 우수하였으며, 특히 균열 발생 시에도 이를 

마이크로한 멀티플크랙으로 분산시켜 내구성의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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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본 논문에서는 FR-ECC의 수축특성과 균열도입 전후의 내동해성을 평가하였으며, FR-ECC를 활용한 다층복공구조의 지수성

능과 박리박락저항성, 또한 FR-ECC로 단면복구 된 보부재의 휨성능을 평가하였다. 그 결과, FR-ECC는 소성수축에 의한 균열 

및 건조수축에 의한 길이변화율이 기존의 보수모르터에 비해 크게 저감되었으며, 구속상태에서의 건조수축에 대한 균열저항성이 

개선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FR-ECC는 내동해성이 매우 우수하였으며, 균열도입 후에도 동결융해작용에 의한 인장성능의 저

하는 확인되지 않았다. 한편, FR-ECC로 보수된 휨부재는 초기균열모멘트, 항복모멘트 및 극한모멘트 등의 휨성능이 증대되었으

며, 멀티플크랙 특성에 의해 휨파괴시까지 균열폭을 안정적으로 제어할 수 있었다.

핵심 용어 : 고인성 내화보수모르터, 변형경화거동, 멀티플크랙, 수축특성, 동결융해저항성, 내하력

지⋅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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