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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unsaturated polyester(UP) and epoxy resin have a superior material properties and a 

chemical resistance using sewerage pipes rehabilitation. However, UP and epoxy have not a 

low temperatures harding, the requirement 8～11 hours long times harding and heating system 

used by reinforcement liner. This study is to evaluate the effects of low temperature harding 

properties methyl methacrylate(MMA) monomer using expanded polystyrene(EPS) in addition 

of initiator and promoters. 

    From the test result, viscosity tends to increase with increasing EPS contents. However,   

harding time change of the MMA resins which it follows in addition of the initiator and 

promoter.

     

요   약

   기존 하수 거 비굴착 체 보수 공법에서는 라이  함침 재료로서 경제성  내구성, 내화학

성이 우수한 불포화폴리에스터수지(UP) 는 에폭시수지(Epoxy)가 일반 으로 사용된다. 하지만 

불포화폴리에스터 는 에폭시수지를 함침재료로서 장에 용하기 해서는 공장에서 생산된 수

지함침 라이 를 냉각차(-5～5℃)로 장까지 운반해야하는 불편함이 있다. 한 장시공에 있어 

경화시간을 단축하기 하여 온수  고온의 증기로 경화를 진시켜야 하며, 이로 인해 별도의 

가열장치를 필요로 한다. 그러므로 장에서의 함침이 가능하며 온환경에서도 작업성이 우수하

며 가사시간 조 이 가능하다면 보다 유리하게 작업을 진행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온경화성, 내약폼성, 내마모성 등이 뛰어난 것으로 알려진 MMA 모노머에 

EPS를 각각 10, 20, 30%를 혼입하여 제작한 수지의 도변화  가사시간  경화시간 등의 변화를 검

토하여 하수 거 보수용 수지로서 합한지를 검토하 다. 연구결과, 개시제  진제의 첨가량에 따라 

가사시간  경화시간을 조 할 수 있었으며 하수 거 보수용 수지로서의 이용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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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cently the Near Surface Mounted (NSM) method has been proposed to improve disadvantage 

of externally bonded strengthening to the concrete structure method. But the NSM method 

showed the limit that it is difficult to assure of depth of concrete-cover in surface of structure. 

With this reason, this study suggests the Stirrup-Cutting Near Surface Mounted (CNSM) 

Method which can ensure to have the strengthening depth even thought it was hard to apply 

the NSM method to the deteriorated surface of concrete. In the result of the test, the flexural 

behavior of the structure applying the NSM and CNSM method was similar and it was 

evaluated that the effective strengthening length of reinforcement for NSM and CNSM method 

was more than 70% of span.

요  약

 최근 외부부착공법의 단 을 보완하기 해 보강면에 홈을  후 FRP보강재를 삽입하여 보강할 

수 있는 NSM공법이 연구되고 있다. 하지만 기존 NSM공법은 노후화된 콘크리트 구조물의 경우 피

복의 손상 등 단면 손실로 보강깊이의 확보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교축직

각방향 단철근 하부를 단하여 CFRP plate를 매립함으로써 보강깊이를 확보할 수 있는 stirrup

단형 CNSM 공법을 제안하고 이를 용한 구조물의 휨거동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해 보강공

법에 따른 하 -변  계, 보강길이에 따른 구조물과 보강재의 거동을 분석하 다. 실험결과 

CNSM공법을 용한 보 구조물의 휨거동은 기존 NSM공법을 용한 휨거동과 유사한 경향을 나타

내었다. 한 CFRP plate를 이용한 NSM과 CNSM공법에서는 보강길이가 순경간의 70%이상이 되

어야 보강재의 성능이 효과 으로 발휘될 수 있음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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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기존 하수 거 비굴착 체보수 공법(Insituform공법, Inliner공법, Swed공법, Hose공법, Phoenix공

법, H.A.T.-Liner공법)에서는 라이  함침재료로서 경제성  내구성, 내화학성이 우수한 불포화폴리

에스터, 에폭시, 퓨란수지가 일반 으로 사용되며 각국의 원료사정에 합한 수지를 사용한다. 국내에서

는 라이  함침재로서 가격이 비교  렴하고 성능이 우수한 불포화폴리에스터 수지가 주로 이용되지만 

높은 도와 경화수축 등이 단 으로 지 되고 있다. 한, 불포화폴리에스터 는 에폭시 수지를 함침재

료로서 장에 용하기 해서는 공장에서 생산된 수지 함침 라이 를 냉각차(-5～5℃)로 장까지 

운반해야하는 불편함이 있다. 한 장시공에 있어 경화시간을 단축하기 하여 온수  고온의 증기

로 경화를 진시켜야 하며, 이로 인해 보일러 차량의 구비가 필요하며 별도의 가열장치를 필요로 한

다. 이에 따라 보일러 사용으로 인한 에 지 소비가 크며, 경사지 시공시 시 과 종 에 작용하는 압

력차에 의하여 동일 물성을 얻기 힘들고 장비의 형화로 좁은 지역의 시공이 어려운 문제  등이 지

되고 있다. 그러므로 장에서의 함침이 가능하며 온환경(0℃～상온)에서도 작업성이 우수하며 가

사시간 조 이 가능하다면 보다 유리하게 작업을 진행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런 에 착목하여 온환경에서도 반응성이 좋은 MMA수지와 EPS를 첨가하여 제조된 

수지에 개시제와 진제의 혼입율에 따른 경화특성을 검토하고자 하 으며 하수 거 보수용 수지로서의 

합성에 해 악하고자 한다. 

2. 실험 방법

 

2.1. 사용재료

  보수용 수지로서의 MMA  EPS의 물리  특성은 표 1, 2와 같다.

  표 1. MMA의 물리  특성  

Molecular weight

(kg/kmol)
Chemical formula

Density

(g/cm3)

Boiling point

(℃)

Heat of reaction

(℃)

Solubility

(at 20℃)

100.12 CH=C(CH3)COCH3 0.944 100~101 137.8 1.5

        

  표 2. EPS의 물리  특성

Molecular 

weight

Density

(g/cm
3

)

Thermal 

conductivity

(W/m․K)

Flexural 

Strength

(N/㎠)

Compressive 

Strength

(N/㎠)

ca.3000000 0.017 0.040 24 10

2.2 실험방법

  개시제  진제의 EPS를 혼입한 MMA수지에 경화특성을 악하기 한 배합비는 표 3.과 같으며 개

시제  진제의 혼입량에 따른 특성 변화를 검토하기 해 각각의 EPS 혼입률에 따른 MMA수지의 도

를 측정하 다. EPS를 혼입한 MMA수지는 각각 개시제  진제를 외할로 첨가하여 각각 가사시간  

경화시간을 측정하 다. 도의 측정은 룩필드 회  도계를 이용하여 KS M 3822에 하여 실시하 다 

한, MMA에 EPS를 혼입 용해 시킨 후 수지를 비이커에 넣고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스핀들을 소정 치



에 설치하 다. 스핀들 번호와 RPM은 토크값이 약 95%를 넘는 범 에서 규정시간의 도를 측정하 다. 

한, 가사시간  경화시간의 측정은 KS F 2484의 감법에 거하여 각각의 EPS 혼입 MMA수지 300g

에 개시제와 진제를 0.5～1.5(phr*
)첨가하여 측정하 다. 

 표 3. 개시제  진제의 혼입에 따른 배합비

NO EPS MMA
BPO

(개시제, phr*)

DMA

( 진제, phr*)

MMA 0 100 0.5, 1.0, 1.5 0.5, 1.0, 1.5

EPS 10 10 90 0.5, 1.0, 1.5 0.5, 1.0, 1.5

EPS 20 20 80 0.5, 1.0, 1.5 0.5, 1.0, 1.5

EPS 30 30 70 0.5, 1.0, 1.5 0.5, 1.0, 1.5

그림 1. 시험체 제작  배합순서

3. 실험결과  고찰

3.1 EPS 혼입에 따른 MMA수지의 도

   EPS의 혼입율에 따른 MMA수지의 도를 측정한 결과를 그림 2에 나타내었다. EPS의 혼입율에 따른 

도는 EPS 10, 20, 30의 경우 6.0, 25.4, 400.3cP로 EPS의 혼입율이 증가함에 따라 제조된 MMA수지의 

도도 증가하는 경향을 보 다. 하수 거 체보수용 수지의 경우 부직포에 함침하여 라이닝을 형성하여 사

용하는 것이 일반 이므로 고 도의 수지를 사용하며 작업조건에 따라 도를 조 할 수 있다.  

3.2 개시제  진제의 첨가에 따른 수지의 경화특성

  개시제(BPO)  진제(DMA)를 각각 0.5～1.5 (phr*)를 첨가한 EPS 10% 혼입 MMA수지의 경화온도 

 경화시간을 측정한 결과는 그림 3과 같다. 개시제  진제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가사시간  경화

시간도 감소하 으며 경화온도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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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도측정 결과

그림 3. BPO  DMA 따른 가사  경화시간 

4. 결  론

  본 연구에서 얻어진 시험결과는 다음과 같다.

 (1) EPS 혼입 MMA수지의 도는 EPS 혼입량에 따라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2) EPS 혼입 MMA 수지에 개시제  진제의 첨가량이 증가함에 따라 가사시간  경화시간은 감소하

   으며, 개시제와 진제의 첨가량을 조 함으로 가사시간  경화시간을 조 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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