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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arry out basic experiment in order to develop repair mortar 

materials applying dry sprayed mortar.

요  약

본 연구는 건식 스 이 모르타르를 용한, 보수 보강용 모르타르 재료 개발을 한 기  물성 

실험을 실시하는데 그 목 을 두었다.

 

1. 서   론 

  최근 열화 된 콘크리트 구조물 보수재료  공법에 한 연구가 국내․외 으로 활발히 이루어지

고 있으나, 하지 못한 보수재료  보수공법 선정으로 보수비용 증   조기 손 문제가 빈

번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뿜어붙이기 공법(스 이드 공법, 크리트 공법)은 재료의 물성  기존 

콘크리트와 부착성능 향상과 난이한 보수 상 구조물 보수가 가능한 장 을 가지고 있다. 특히 건

식 방식은 속경성 재료를 사용할 수 있어 보수공법에 하여 국외의 경우 연구사례가 많으나, 국

내에서는 연구  용 사례가 미미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속경 건식 스 이 모르타

르 보수재료 개발을 한 기 연구를 진행하 다.  

2.  실험 방법  사용재료

 2.1 사용재료

  본 연구의 교면 포장 보수 용 아 계 속경 시멘트를 사용하 으며, 골재는 3호사, 5호사, 6호

사 입도의 규사를 혼합하여 사용하 다. 건식 방식 특성상 혼화재료는 모두 분말형태로 실리카흄, 

폴리머, AE제를 사용하 다. 

 2.2 배합설계  실험방법

  본 연구에서는 시멘트  잔골재 비를 변수로 선정하여 1:3.0, 1:2.5, 1:2.0으로 구분하여 배합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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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하고, 혼화재료는 시멘트량 비 실리카흄은 8%, 폴리머는 6%, AE제는 0.5%로 고정하 다. 모

든 재료는 리믹스(Pre-mixed)하여 회  barrel 형태 건식 스 이 장비를 이용하여 타설하 다. 

노즐은 리웨 (Prewetting)이 가능한 Hydromix 노즐을 사용하 고, 시편은 평면 넬에 스 이

한 뒤 커   코어 채취하여 압축, 휨강도, 투수 항성 시편제작  시험을 실시하 다. 

3. 결과  고찰

 3.1 정 강도 시험

  압축 강도 측정은 재령 3시간, 1일, 28일에 실시하 으며 결과는 그림 3.1에 나타냈다. 압축  휨

강도는 시멘트  잔골재 비가 1:2.0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고, 보수용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의 목

표 압축  휨강도 20MPa, 6MPa을 3시간에만 발 한 결과를 얻었다.

 3.2 염화이온 침투 항성 시험

  염화이온 침투 항성 시험결과는 그림 3.2와 같다. 투수 항성은 1:2.0에서 가장 좋게 나타났으

며, 모든 변수에서 재령 28일  1000 C 이하로 투과율이 매우 낮음 단계로 나타났다.

그림 3.1 압축강도 측정 결과 그림 3.2 휨강도 측정 결과 그림 3.3 염화이온 침투 항성 시험

4. 결 론

  본 연구는 보수용 건식 스 이드 모르타르의 기  연구로 시멘트  잔골재에 강도와 투수 항

성에 한 실험을 진행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 다.

 1) 정 강도 측정 결과 모든 변수에서 보수용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의 목표 압축  휨강도 

20MPa, 6MPa을 3시간에만 발 한 결과를 얻었다.

 2) 염화이온 침투 항성 시험 결과 모든 변수에서 재령 28일  1000 C 이하로 투과율이 매우 낮음 

단계로 나타났다.

 3) 향후과제로 기  실험을 통해 최 배합 도출과 장 용성에 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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