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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리드형 방식 폴리머 시멘트 슬러리의 인장특성 및 접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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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recent years, epoxy-coated reinforcing bars have been widely used in order to prevent the corrosion of ordinary

reinforcing bar. However, they have a bad balance between performance and cost. Especially, they have a brittleness properties,

low bond strength to cement concrete and no good bend-ability in the fiel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valuate the tensile

properties and adhesion of hybrid-type anti-corrosion polymer cement slurry (PCS). PCSs are prepared with four types polymer

dispersions using fly ash and silica fume, and tested for proper coating thickness, tensile properties, adhesion to steel plate and

bend-ability. From the test results, the viscosity of PCS is effected by polymer dispersion types, and is a little decreased by using

fly ash. The coating thickness of PCS has a proper thickness at polymer-binder ratio of 100%. It is apparent that the coating thick-

ness has various values according to viscosity of PCS, water-binder ratio and polymer-binder rato. PCS has a good various anti-

corrosion properties and physical properties such as tensile strength, adhesion and bend-ability. It is also recommended that proper

coating thickness to reinforcing bar is in the ranges of 150 to 250 µm for bond strength, adhesion and bend-ability. It is also

expected that the coated reinforcing bar using PCS is widely used instead of epoxy coated reinforcing bar in the industrial field. 

Keywords : polymer cement slurry, viscosity, water-binder ratio, polymer-binder ratio, tensile strength

1. 서 론

 최근 철근콘크리트구조물의 내구성능을 개선시키기

위한 노력이 여러 분야에서 시도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규준마련 등의 연구가 계속되고 있다. 철근콘크리트구조

물의 내구성 저하에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으나, 시멘

트 콘크리트를 구성하고 있는 재료 중에서 잔골재의 부

족 현상으로 해사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해사

도 적절하게 제염 처리하여 규준치 이하의 염화물 함유

상태에서 사용 한다면 시멘트 콘크리트의 내구성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이에 대한 현장에서의 문제점들

이 노출되고 있다. 건설 산업의 발전에 따라 해양환경에

서의 구조물 건설이 날로 증가되는 상황에서 철근에 대

한 방식 대책이 필요하다. 최근에는 해양구조물에 있어

서는 에폭시 철근을 주로 사용되고 있으나, 에폭시 철근

자체의 가공성, 부착성 등의 성능의 문제점과 가격면에

서 일반 철근에 비해 너무 고가이어서 사용성에 제약을

받고 있다. 이러한 에폭시 철근을 대체하고자 FRP 보강

근에 대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1,2) 
일반철근 표

면을 폴리에틸렌 수지로 코팅한 연구도 소개되고 있다.

또한 보통 철근을 손쉽게 코팅하여 해사의 사용과 각종

외적환경조건에도 내구성이 강한 코팅방법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로서 시멘트 페이스트에 폴리머 디스퍼션을 다

량 함유시킨 폴리머 시멘트 슬러리에 대한 연구가 진행

되고 있다.
3-7)
시멘트 혼화용 폴리머 디스퍼션은 전세계적

으로 건설현장에서 많은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시

멘트 조직안에서 연속적인 필름을 형성하여, 인장강도,

인성, 부착강도, 내약품성, 내후성, 동결융해 저항성 등

을 크게 개선시킨다. 이러한 재료를 사용하여 보통 철근

의 표면을 도장한다면, 에폭시 철근에 견줄만한 특성을

갖는 도장철근을 개발할 수 있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는 하이브리드 (hybrid)형 폴리머 시멘트

슬러리를 사용하여 강재를 도장하기 위한 슬러리 자체의

기초적 성질을 검토하기 위하여 실험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강재에 대한 도장 방법 및 도장재 개발에 대한

일련의 연구로서 배합에 따른 도장두께, 폴리머 시멘트

슬러리의 인성 및 접착성에 대한 실험 연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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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험 계획

2.1 사용 재료

2.1.1 시멘트와 골재

본 실험에 사용된 시멘트는 보통시멘트, 조강시멘트,

초속경시멘트 및 백색시멘트를 사용하였다. 

2.1.2 시멘트 혼화용 폴리머

본 실험에 사용한 시멘트 혼화용 폴리머 디스퍼션은

스틸렌-부틸 아크릴산 공중합체 (St/BA)와 에틸렌 초산

비닐 (EVA)을 사용하였으며, 그 성질은 Table 1과 같다. 

2.1.3 혼화재료

폴리머 시멘트 슬러리의 성질을 개선시키기 위한 방법

으로서 플라이애쉬와 실리카퓸을 시멘트 중량에 대한 비

율로 혼입하여 사용하였다.

2.1.4 철근과 연강판

철근은 KS D 3504 (철근콘크리트용 봉강)에 규정된 D13

을 사용하였으며, KS M 5000 (도료시험용 철판의 제작방

법)에 규정된 연강판 (150 mm × 150 mm, 60 mm × 300 mm,

두께 3 mm)을 사용하였다.

2.2 실험방법

2.2.1 폴리머 시멘트 슬러리 제작 및 도장 

폴리머 시멘트 슬러리 도장철근을 제작하기 위하여 2

종류의 폴리머를 사용하여 예비시험으로 얻어진 Table 2

의 배합으로 정하였다. 강재의 부식을 방지하기 위한 도

장재료로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적당한 점도와 유동성이

Table 2 Mix proportions of polymer cement slurry

Mix no. Type of polymer
Binder ratio (%) Viscosity

(MPa·s, 20
o
C)

Polymer-binder

ratio (%)

Water-binder

ratio (%)Cement Fly ash

1-1

St/BA

100 0 1,704

100 100

1-2 95 5 1,838

1-3 90 10 1,584

1-4 85 15 1,185

1-5 80 20 1,670

1-6 70 30 1,608

1-7 60 40 1,688

1-8 50 50 1,634

2-1

EVA

100 0 2,726

100 140

2-2 95 5 2,960

2-3 90 10 2,957

2-4 85 15 2,960

2-5 80 20 2,824

2-6 70 30 3,828

2-7 60 40 3,820

2-8 50 50 3,933

3-1

St/BA (90%)

 + EVA (10%)

100 0 1,576

100 100

3-2 95 5 1,610

3-3 90 10 2,630

3-4 85 15 1,804

3-5 80 20 1,868

3-6 70 30 1,940

3-7 60 40 1,796

3-8 50 50 1,726

4-1

St/BA (80%)

+ EVA (20%)

100 0 3,147

100 100

4-2 95 5 3,968

4-3 90 10 3,724

4-4 85 15 3,333

4-5 80 20 2,967

4-6 70 30 3,273

4-7 60 40 3,137

4-8 50 50 3,253

Table 1 Properties of polymer dispersions

Type of 

polymer

Density

(g/cm
3
, 20

o
C)

pH

(20
o
C)

Viscosity

(MPa·s, 20
o
C)

Total solids

(%)

St/BA 1.04 8.5 574 57.2

EVA 1.07 4.8 2,220 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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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다. 본 연구에서의 철근도장은 Fig. 1과 같이 침적

방법을 기본으로 하였으며, 접착성 시험을 위하여 스프

레이 도장 방법도 사용하여 도장두께 150 ~ 250 ± 50 µm

를 목표로 배합을 정하였다. 본 연구는 폴리머 시멘트

슬러리의 인장특성 및 접착성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

지 인자에 대한 최적배합조건을 도출하기 위하여 폴리머

디스퍼션 중에서 필름의 형성 정도가 우수한 2종류를 선

택하고, 유동성을 확보하고 치밀한 조직을 형성하기 위

하여 혼화재료로서 플라이애쉬와 실리카퓸을 결합재 중

량에 대하여 일정 비율로 혼입하여 실험을 실시하였다.

또한 배합의 종류에 있어서는 St/BA를 사용하여 도장한

경우, 폴리머 자체의 성질에 의해 경화후에도 표면의 끈

적거림이 있어, EVA를 St/BA 중량에 대하여 10% 및

20% 첨가하였으며, EVA 자체의 내약품성 및 접착성의

개선 효과를 얻기 위하여 배합으로 정하였다. 또한 도장

재의 경화 후 균열에 관한 영향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폴

리머-결합재비를 75~100%로 변화시켜 기초실험을 실시

한 결과, 폴리머-결합재비를 100%로 하였으며, 본 배합에

서 폴리머 디스퍼션 자체에 함유된 물 이외는 사용하지

않으려고 하였으나, EVA를 사용한 경우에는 점성이 커

일정량의 물이 첨가되었다.

2.2.2 도장강의 도장 두께 측정

폴리머 시멘트 슬러리로 도장한 도장 철근의 마디 부

분과 리브 부분을 마이크로미터로 측정해 평균값을 도장

두께로 하였다.

2.2.3 인장특성시험

Table 2의 배합에 대하여 Fig. 2와 같은 인장시험용 시

험편(폭 12 mm, 길이 80 mm, 인장부 10 mm, 두께 500µm)과

인장시험기로 실험을 실시하였다. 두께 250 µm도 제작

하여 실험을 실시하려 하였으나 시험편이 너무 얇아 시

험이 불가능 하였다. 시험편은 각 배합당 2개로 하였으

며, 인장강도, 변형, 인장탄성률 및 인성을 측정하였다.

2.2.4 접착성 시험

KS M 5250 (에폭시 수지 도료 분체)에 준하여 연강판

에 도장된 도장재료를 예리한 칼날로 가로, 세로 각각 6

개의 줄을 2 mm 간격으로 그어 25개 구획을 만들고, 그

위에 “KS A 1514 폴리프로필렌 접착테이프” 30 mm 1

종을 붙인 후, 급격히 떼어낸 다음 도장상태를 조사하였

다. 시험 후 탈락되지 않은 부분을 전체 면적에 대한 백

분율로서 접착성을 평가하였다. 또한 접착성 시험을 실

시한 시험편을 −25
o
C에서 24시간 동결시킨 후, 30

o
C의

수중에서 5시간 융해시키는 과정을 10회 실시하여 연강

판의 표면상태와, 동결융해 전 접착성 시험을 위해 칼날

로 표시한 부분에 대한 접착성과, 다른 부분에서의 접착

성시험을 다시 실시하여 평가하였다. 또한 뿜칠 방법에

의해 도장하여 기중양생 (20
o
C)한 연강판에 대한 접착성

시험도 실시하였다.

2.2.5 도장강재의 굴곡시험

Fig. 4와 같이 4종류의 시멘트를 사용한 폴리머 시멘

트 슬러리로 도장한 도장철근과 도장 연강판, 그리고 에

폭시 철근과 에폭시 도장 연강판을 Fig. 5와 같은 굴곡

시험기로 90
o
~180

o
 범위에서 굴곡시험을 실시하여 도장

표면과 이면의 변화를 육안으로 관찰하였다. 또한 20
o
C

대기중에 28일간 양생된 도장강재와 −25
o
C에서 28일간

저온 양생된 강재에 대한 굴곡시험도 실시하였다.

Fig. 1 Coating methods and test specimens

Fig. 2 Tensile strength test

Fig. 3 Freezing and thawing tests of rebar and plate steel

Fig. 4 Test specimens for bending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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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험 결과 및 고찰

3.1 폴리머 시멘트 슬러리의 도장 두께

 Fig. 6은 Table 2의 배합에서 1번 코팅한 철근에서의

도장 두께를 나타내고 있다. 강재의 내구성을 증진시키

기 위해서는 도장 두께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러나

강재의 사용 장소와 목적에 따라 약간 차이를 둘 수 있

다. 예를 들어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에 에폭시 철근 대체

로 사용할 경우에는 강재 표면을 치밀하게 도포하면서

가능하면 도장두께가 얇은 것이 유리하다. 왜냐하면, 폴

리머 시멘트 슬러리의 경우 슬러리 자체의 인성 등이 풍

부해 탄성계수가 일반적으로 작은 재료이다. 따라서 시

멘트 콘크리트와의 부착강도를 보통철근과 동등한 수준

으로 얻기 위해서는 도장두께가 얇아야 하며, 보통 150

± 50 µm 정도가 적당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3)
 또한 철

근의 현장 가공시 도장두께가 어느 정도 두꺼운 경우가

굴곡에 의한 찢김 현상이 적었으며, 철골구조 등의 방식

용으로는 두께가 두꺼운 경우가 유리하다. 점성이 큰 재

료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뿜칠시공을 실시할 경우에는 일

정한 두께를 얻기 위해서는 2회 이상의 도장이 필요하

다. 본 연구에서 폴리머 시멘트 슬러리에 플라이애쉬를

혼입하여 혼입량에 따른 도장두께를 측정한 결과, 플라

이애쉬를 혼입함에 따라 유동성이 약간 개선되었으나, 혼

입량 20% 이상에서는 그 효과가 미미하였다. 또한 침적

방법에 의한 철근의 도장두께는 역시 폴리머 시멘트 슬

러리의 점도가 큰 EVA의 경우가 St/BA에 비해 두껍게

나타났으며, St/BA에 EVA를 20% 혼입한 경우에도 도장

두께가 두껍게 나타났다. 

Table 3의 배합과 같이 폴리머 시멘트 슬러리의 물-결

합재비 (W/B)를 변화시켜 도장한 후, 철근도장 두께를

측정한 결과를 Fig. 7에 나타냈다. St/BA를 사용한 폴리

머 시멘트 슬러리의 경우, W/B를 100%에서 110%로

10% 증가함에 따라 점도가 급격히 감소하여 도장두께도

100 µm 이하로 얇아졌다. 그 경향은 플라이애쉬를 20%

혼입한 경우에도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따라서 철근의

도장을 위해서는 최소 W/B가 100% 이하를 제안할 수 있

다. EVA를 사용한 폴리머 시멘트 슬러리의 경우에는, St/

BA를 사용한 경우와는 달리 W/B의 변화에 따른 점도의

저감현상을 보였으나 그 정도가 크지 않았다. 따라서 도

장두께의 경우에도 감소하는 경향이 작았다. 두 폴리머

역시 도장 시공성은 우수하였으며, 1번 도장에 의한 충

분한 도장 두께를 확보할 수 있었다. 

Table 4는 폴리머-결합재비 (P/B)의 변화에 따른 배합

이며, 이 배합으로 철근에 도장한 결과는 Fig. 8과 같다.

폴리머 시멘트 슬러리를 도장 재료로 사용하기 위해 크

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P/B의 변화이다. 폴리머 디스퍼

션은 자체가 함유한 물이 보통 45~50%를 차지하므로 최

Fig. 5 Steel bending tester

Fig. 6 Coating thickness of polymer cement slurry according

to mix proportions
Fig. 7 Coating thickness of polymer cement slurry according

to water-binder ratio

Table 3 Mix proportions according to water-binder ratio of

polymer cement slurry

Mix

no.

Type of

 polymer

Binder ratio (%) P/B

(%)

W/B

(%)

Viscosity

(MPa·s)Cement Fly ash

1-1

St/BA

100 0

100

100 1,704

1-1-1 110 286

1-1-2 120 170

1-5

80 20

100 1,670

1-5-1 110 282

1-5-2 120 163

2-1

EVA

100 0

100

140 2,726

2-1-1 160 1,820

2-1-2 200 1,650

2-5

80 20

140 2,824

2-5-1 160 2,480

2-5-2 200 1,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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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한 이 수량은 폴리머 시멘트 슬러리를 제작할 때 함

유될 수밖에 없다. 물론 이 수량의 비를 줄이기 위해서

시멘트 량을 증가시키면, 오히려 P/B가 작아져 시멘트

슬러리 내부 조직에서의 폴리머의 역할을 다할 수 없다.

또한 아주 얇은 두께로 강재를 도장하기 때문에 P/B가

70~75% 이하로 되면 시멘트 자체의 건조수축에 대한 영

향이 폴리머의 인성보다 커져 균열이 발생된다. 따라서

최소한의 P/B 확보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강재도장의

의미는 방식을 의미하기 때문에 산소, 수분 및 염분이

침투할 수 없게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P/B를 높여야 한

다. 본 연구에서도, P/B를 감소시킴에 따라 점도가 높아

져, 상대적으로 도장두께도 증가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폴리머 종류에 따라서는 일반적으로 점도가 큰 EVA쪽

이 St/BA의 경우 보다 컸다. 또한 플라이애쉬를 20% 혼

입한 경우가, 혼입하지 않은 경우에 비해 약간 점도의

증가와 함께 도장 두께도 증가 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폴리머 시멘트 슬러리의 도장두께에 점도의 영향은 절대

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5는 결합재로서 시멘트에 일정량의 실리카퓸을

혼입한 배합이며 이 배합으로 철근에 도장한 폴리머 시

멘트 슬러리의 도장두께를 Fig. 9에 나타내었다. 도장용

폴리머 시멘트 슬러리의 강성을 증가시키고, 치밀한 조

직을 얻기 위한 것으로 실리카퓸을 결합재 중량의 40%

까지 혼입하였으나, 실리카퓸 자체의 높은 분말도로 도

장시공성이 나빠졌다. 실리카퓸 20% 이상 혼입시 배합

자체가 불가능하였으며 15% 이상에서는 300 µm 이상의

도장 두께를 얻었다. 본 연구에서의 실리카흄의 혼입량

은 10% 이하로 하는 것이 도장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 실리카퓸을 혼입한 경우에 도장두께가 두꺼우

면 두꺼울수록 도장재의 균열저항성이 열악해질 것으로

추정된다. Fig. 10은 폴리머 시멘트 슬러리의 점도와 도

Table 4 Mix proportions according to polymer-binder ratio of

polymer cement slurry

Mix.

No.

Type of

 polymer

Binder ratio(%) W/B

(%)

P/B

(%)

Viscosity

(MPa·s)Cement Fly ash

1-1

St/BA

100 0

100

100 1,704

1-1- 90 1,760

1-1- 80 1,854

1-1- 75 2,633

1-5

80 20

100 1,670

1-5- 90 1,840

1-5- 80 2,650

1-5- 75 2,857

2-1

EVA

100 20

140

100 2,726

2-1- 90 2,770

2-1- 80 2,950

2-1- 75 3,333

2-5

80 20

100 2,824

2-5- 90 3,100

2-5- 80 3,290

2-5- 75 3,297

Fig. 8 Coating thickness of polymer cement slurry according

to polymer-binder ratio

Table 5 Mix proportions according to silica fume content of

polymer cement slurry

Mix.

No.

Type of

 polymer

Binder ratio (%)
W/B

(%)

P/B

(%)

Viscosity

(MPa·s)Cement
Silica 

fume

1-1

St/BA

100 0 100

100

1,704

S-1-1 95 5 100 1,818

S-1-2 90 10 112 1,840

S-1-3 85 15 117 2,863

S-1-4 80 20 127 2,957

S-1-5 70 30 140 -

S-1-6 60 40 157 -

Fig. 9 Coating thickness of polymer cement slurry according

to silica fume content

Fig. 10 Relationship between coating thickness and viscosity

of polymer cement slur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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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두께와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폴리머 시멘트 슬러

리의 점도가 1,500 ~ 2,500 MPa·s 범위에서 150 ~ 250 µm

의 도장두께를 얻을 수 있으며, 점도 3,000 MPa·s 이상에

서는 급격히 도장두께가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3.2 폴리머 시멘트 슬러리의 인장 특성

 

Figs. 11과 12는 기존의 연구
1)
에서 배합 3 시리즈와 배

합 4 시리즈를 더한 폴리머 시멘트 슬러리의 인장특성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기존의 연구 결과와 마찬가지로

St/BA를 베이스로 하여 성능을 개선할 목적으로 EVA를

10%와 20% 혼입한 경우에도 St/BA 자체의 성질이 크게

변하지는 않았다. Fig. 11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인

장강도는 EVA를 혼입한 폴리머 시멘트 슬러리의 경우

가 St/BA를 사용한 경우에 비해 약 1.9 ~ 4.2배 정도 높

은 결과를 나타냈으며, St/BA에 EVA를 혼입함에 따라

인장강도가 약간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플라이

애쉬를 혼입함에 따른 인장강도는 폴리머 종류 및 배합

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약간씩 개선되는 것

을 발견할 수 있었다. 반면 인성의 경우에는 St/BA를 사

용한 경우가 EVA의 경우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플라이

애쉬의 혼입량에 따른 일정한 경향은 없으나, 혼입량이

높은 경우가 약간 인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Fig.

10은 경화한 폴리머 시멘트 슬러리의 인장탄성율과 변형

을 나타내고 있다. 폴리머 시멘트 슬러리의 인장변형률

은 St/BA를 사용한 경우가 EVA를 사용한 경우에 비해

최대 3배 크게 나타나 인장강도가 작은 경우가 변형률

도 크게 나타났다. 도장 재료로서 인장변형률은 현장에

서 철근을 가공할 때 180
o
까지 구부릴 수 있을 정도의

변형률이 필요하다. 따라서 폴리머 시멘트 슬러리 자체

는 인장강도가 어느 정도 확보되면서 인장변형률을 적절

히 갖는 최적배합이 요구된다. 또한 인장탄성률은 EVA

를 사용한 경우가 St/BA를 사용한 경우에 비해 최대 18

배 이상의 높은 값을 나타냈으며, St/BA에 EVA를 혼입

함에 따른 인장탄성률은 전술한 인장강도와 거의 같은

경향을 보였으며, 변형률은 인장강도가 커짐에 따라 약

간 작아짐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EVA의 경우

가 St/BA에 비해 인장 제성능은 약간 우수하게 평가되

었다.

3.3 폴리머 시멘트 슬러리의 접착성

3.3.1 동결융해시험을 통한 접착성

Fig. 13은 폴리머 시멘트 슬러리로 도장한 연강판을 동

결융해시험 전후 (before test, after test)와, 동결융해시험

후 다시 새로운 부분에서의 접착성 시험 (new test)을 실

시한 결과이다. 동결융해시험 전의 접착성은 모든 배합

에서 탈락됨이 없이 100%를 보였으며, 동결융해시험후

시험 전과 같은 부위에 대한 접착성 시험에서는 72%

~ 100% 범위로 나타났다. 한편, 동결융해시험 후 새로운

부위에 대한 접착성 시험 결과, 80% ~ 100%를 나타냈다.

또한 모든 시험편이 칼날로 구획된 부분에서 녹이 발생

했지만 동결융해 시험 전후의 도장강재 표면은 거의 변

화 없이 양호하였다. 동결융시험 전 칼날로 표면을 구획

한 상태에서 동결융해시험을 실시하였지만 전술한 바와

같이 절반 이상의 시험체에서 100%의 접착성을 보였으

며, 나머지도 72% ~ 96%의 우수한 접착성을 보였다.

3.3.2 인장접착시험을 통한 접착성

시험용 연강판 (300 mm x 300 mm)을, a) 보통 연강판

위에 도장 처리하는 방법, b) 보통 연강판 부착력 증진

을 위해 표면을 처리 (샌드블라스트)하는 방법, c) 보통

연강판의 표면을 부식시킨 후, 쇠 브러쉬를 이용하여 거

친 표면 녹을 제거 후 도장하는 방법, d) 보통 연강판에
Fig. 11 Tensile stress and toughness of polymer cement slurry

Fig. 12 Modulus of elasticity and strain of polymer cement slurry
Fig. 13 Adhesion of polymer cement slurry to steel plate by

freezing and thawing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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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폭시 수지를 도장하는 방법의 4가지 조건으로 하여

Fig. 14와 같이 도장재 위에 인장접착용 지그를 설치하

여 인장접착강도시험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Table 6

에 나타내었다. 보통 도장재의 접착성 평가는 전술한

3.3.1과 같이 도장재 표면을 2 mm 간격으로 예리한 칼날

로 구획한 다음 시험용 테이프로 떼어내는 방식이나, 접

착성이 커 상대적 평가가 어려워 인장접착강도 방식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결과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보

통 연강판 표면을 녹이슬게 한 후 도장한 경우에만 접

착강도를 측정할 수 있었으며, 나머지는 도장면과 지그

사이의 에폭시 접착제의 부착 부분이 떨어져 부착강도는

측정할 수 없었다. 에폭시 접착 부분에서의 탈락도 부착

강도가 모두 1.0 MPa을 상회하는 강도에서 떨어졌다. 

3.3.3 뿜칠에 의한 도장 연강판의 접착성

전술한 Fig. 1과 같이 연강판을 뿜칠방법에 의해 도장

한 후, 3.3.1과 같은 방법으로 접착성 시험을 실시하였다.

Fig. 15 (a)는 연강판 표면을 녹이 슬게 한 후 도장한 경

우의 접착성시험 결과이며, (b)의 경우는 보통 도장한 경

우의 접착성 결과이다. 연강판의 표면이 녹이 슨 상태에

서의 접착성은 평균 60% 정도였으나, 녹이 슬지 않은 상

태에서는 평균 85% 이상을 나타냈다. 강재가 녹이 슨 상

태에서도 거친 표면의 녹을 제거한 후, 더 이상 녹의 진

행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도 본 연구의 도장재료는

유효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3.4 폴리머 시멘트 슬러리 도장강의 내굴 곡성

기존의 연구
3)
에서 Table 2의 배합으로 기중양생한 폴

리머 시멘트 슬러리로 도장한 철근의 굴곡시험을 실시한

결과, 에폭시 도장철근은 90
o
, 135

o
에서 전혀 균열을 발생

시키지 않았으나, 180
o
 굴곡 시 도장부분에 심한 균열과

찢김현상이 발견되었다. 폴리머 시멘트 슬러리로 도장한

도장철근의 경우 배합 모두 135
o
까지는 굴곡부위의 균열

이나 찢겨짐이 발생하지 않았다. 또한 180° 굴곡 시에도

EVA를 사용하고 플라이애쉬를 20% 이상 혼입한 도장철

근에서는 균열 및 찢겨짐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 

Fig. 16은 폴리머 시멘트 슬러리로 도장한 철근을 28

일간 기중양생을 실시한 후, 28일간 −25
o
C에서 저온양생

을 실시한 도장철근을 90° 범위에서 굴곡한 후의 표면

상태를 나타낸 것이며, Fig. 17은 180
o
로 굴곡한 도장 연

강판의 굴곡시험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또한 Fig. 18은

90° 굴곡시험을 실시한 도장철근을 20
o
C 대기중에서 1일

간 방치한 후, 다시 135
o
로 굴곡시험을 실시하였다. 결과

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28일간 −25
o
C 저온에서 양

생한 에폭시 도장 철근과 폴리머 시멘트 슬러리 도장철

근은 종류에 관계없이 90° 굴곡시험에서 도장면이 모두

찢겨졌다. 그러나 에폭시 도장 연강판과 폴리머 시멘트

슬러리 도장연강판은 굴곡저항성이 매우 우수하여 모두

표면상태가 양호하였다. 그러나 저온양생한 후 바로 굴

Table 6 Adhesion in tension of polymer cement slurry

Type of

steel plate

Adhesion

in tension (MPa)

Destruction

part mode

Plain > 1.1 Epoxy adhesive

Surface treated > 1.3 Epoxy adhesive

Rusted 0.7  Polymer cement slurry

Epoxy coated > 1.0 Epoxy adhesive

Fig. 14 Rusted steel plate and adhesion in tension tester

Fig. 15 Specimens after bending test of coated rebar cured at

−25
o

C for 28 days

Fig. 16 Specimens after bending test of coated steel plates

cured at −25
o

C for 28 days

Fig. 17 Specimens after bending test of coated steel plates

cured at −25
o

C for 28 d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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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시험을 실시하면 굴곡면이 모두 찢겨졌지만 1일간 5

~ 0
o
C 대기중에 방치시킴에 따라 모든 철근이 내굴곡성이

우수하게 나타나 전혀 찢김현상이 나타나지 않았다 (Fig. 18

의 ◎부분). 따라서 저온의 동결된 상태에서의 현장굴곡

과정을 제외하면 열악한 저온조건에서 양생된 경우라도

상온이 되면 철근과 도장재료 사이의 접착성이 우수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보통 현장에서 사용 시에는 상

온이기 때문에 굴곡에 대한 도장재료의 탈락 및 찢겨짐

현상은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며, 겨울철에 심한

동해를 받은 상태에서 굴곡 시공을 제외하면 사용성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4. 결 론

하이브리드형 폴리머 시멘트 슬러리의 인장특성 및 접

착성에 관한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폴리머 시멘트 슬러리의 도장두께는 점도, 물-결합

재비 및 폴리머-결합재비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으

며, 점도가 1,500 ~ 2,500 MPa·s 범위에서 적당한 도

장두께를 얻을 수 있었다. 

2) 도장용 폴리머 시멘트 슬러리의 인장특성은 폴리머

디스퍼션의 종류에 따라 크게 차이가 있었는데, St/

BA를 혼입한 경우, 큰 변형률을 나타낸 반면, EVA

를 혼입한 경우에는 인장강도 및 인장 탄성률이 크

게 나타났다. 

3) 폴리머 시멘트 슬러리로 도장한 연강판은 동결융해

시험 전 모든 종류에서 100%의 접착성을 나타냈으

며, 또한 동결융해시험 후에도 거의 높은 접착성을

보였다. 

4) 저온에서 양생한 에폭시 도장 철근과 폴리머 시멘

트 슬러리 도장철근은 종류에 관계없이 90
o
 굴곡시

험에서 도장면이 모두 찢겨졌으나, 1일간 5~10
o
C의

대기중에서 양생시키면 모든 철근의 내굴 곡성이

우수하게 나타났다. 

5) 이상의 시험결과에서 폴리머 시멘트 슬러리를 강재

의 방식 도장재로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과 기초

적 자료를 얻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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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건설구조물에서 보통철근의 부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에폭시 도장 철근이 널리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에폭

시 도장철근은 성능과 코스트 면에서 불리하며, 특히 취성적이고, 부착성 및 현장 가공성 등의 취약점 때문에 현장에서

사용상의 제약을 받고 있다. 본 연구는 에폭시 도장 철근을 대체할 수 있는 도장재료로서 유기계 폴리머와 시멘트의 무

기계를 혼합한 하이브리드 (hybrid)형 폴리머 시멘트 슬러리를 개발하기 위한 것으로서, 특히 인장특성과 접착성에 관한

연구이다. 폴리머 시멘트 슬러리는 4종류의 폴리머 디스퍼션과 혼화재로서 플라이애쉬와 실리카퓸을 혼입하여 제작되

었으며, 도장두께, 인장특성, 접착성 및 내굴곡성 시험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폴리머 시멘트 슬러리의 점도는 폴리머

디스퍼션의 종류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았으며, 플라이애쉬를 혼입함에 따라 약간 감소하였다. 또한 폴리머-결합재비

100%에서 폴리머 시멘트 슬러리의 적정 도장두께가 확보되었으며, 도장두께는 물-결합재비와 폴리머-결합재비에 의해

다양화 할 수 있었다. 철근의 도장을 위한 적정 도장 두께는 부착강도, 접착성 및 내굴곡성을 고려할 때, 보통 150 ~

250 ± 50 µm 범위였다. 본 연구에서 폴리머 시멘트 슬러리의 인장특성 및 접착성, 그리고 도장강의 내굴곡성은 양호하

게 평가되어, 향후 에폭시 도장철근을 대체할 수 있는 재료로 사용가능성을 확인하였다. 

핵심용어 :폴리머 시멘트 슬러리, 점도, 물-결합재비, 폴리머-결합재비, 인장강도

Fig. 18 Specimens after bending test of coated rebar cured at

−25
o

C for 28 days and 10
o

C for 1 da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