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23

 Journal of the Korea Concrete Institute

Vol. 20, No. 4, pp. 423~430, August, 2008

초속경 라텍스개질콘크리트로 덧씌우기 및 보수된 철근콘크리트

보의 보강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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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VES-LMC (very-early strength latex-modified concrete) has been widely used as repair material for bridge deck

overlay or rehabilitation, because the overlaid or repaired could be opened to the traffic after 3 hours of curing. Although the field

performance of VES-LMC generally indicates that it has an excellent bonding to the substrate and shows a long term performance,

little quantitative data or research results have been presented in the literature on structural studie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flexural behavior, interfacial performance, crack propagation, and strengthen effect of RC beam overlaid or

repaired by VES-LMC through the 4-point flexural loading test. Two different types of RC beam were fabricated for repair and

rehabilitation types. The test result showed that the strengthen effect, in term of flexural stiffness, increases as the depth of repair

or overlay increases. More than 40% of stiffness was improved when the depth of repair was up to steel position. However, there

was a little difference between 80 mm and 120 mm repaired beam. This means the repair depth must be considered. The interfacial

behavior data showed that the repaired or overlaid beams had a little relative displacement. This means that two materials behave

comparatively acting together. However, there were two specimens which had large displacement at the interface, because of poor

bond strength. This suggested that interface treatment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jobs in composite beams.

Keywords : VES-LMC, overlay, repair, stiffness, strengthen effect

1. 서 론

국·내외의 많은 토목구조물은 교통량 및 교통하중이

증가함에 따라 다양한 손상이 발생하며, 이에 따른 진동,

과다하중, 성능저하로 인하여 처짐이나 균열 등이 쉽게

관측된다. 이러한 지속적인 외력의 작용이나 공용연수 증

가로 인해 구조물은 내구성이 저하되고, 이에 따른 보

수·보강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성능이 저

하된 바닥판의 하면 혹은 거더의 하면에 대한 보수·보

강 공법으로 강판, FRP, 탄소섬유시트 등을 사용하여 손

상된 구조물의 아래쪽을 보강하여 내하력 및 성능을 회

복하는 공법이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또한 실내 실험

및 해석적인 연구를 통하여 문제점을 보완해오고 있다.
1,4)

 

그러나 상부의 보수·보강 공법 중 하나인 단면 증설

즉 상판두께를 키워 상판의 내하력과 강성을 증가시키는

공법인 덧씌우기 등에 사용되는 시멘트계 보수재료의 경

우, 국내의 교량 및 도로의 대부분을 차지함에도 불구하

고 현재까지 계면박리, 계면균열, 단부파괴 등의 문제점

에 관한 연구가 미비한 상태이다. 따라서 이러한 시멘트

계 보수재료의 역학적 특성과 구조적 거동에 관한 연구

가 필요하다.

최근 고속도로의 교량상판 보수재료로 초속경 라텍스

개질 콘크리트 (Very - Early Strength Latex - Modified Concrete :

이하 VES-LMC)가 개발되어 이용되고 있다. VES-LMC의

특징은 보수 후 3시간 만에 교통개방이 가능하며, 라텍스

첨가로 기존의 보수재료가 갖는 장기 내구성의 문제를 해

결하여 일반콘크리트보다 투수저항성 및 동결융해저항성

등이 월등히 우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라텍스 첨

가 시 생성되는 필름막이 균열 진전을 억제하기 때문에

그 활용 빈도가 커지고 있다.
3)
 그러나 위와 같은 장점으

로 보수·보강 재료로 사용되고 있는 VES-LMC에 대한

부착계면에서의 거동, 휨 거동, 조기파괴 가능성 등과 같

은 구조적인 연구에 대해서는 미흡한 상태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VES-LMC를 기존보의 덧씌우기

형태와 열화 된 콘크리트의 보수 형태로 나누어 시험체

를 제작하였으며, 실험 결과로부터 철근콘크리트 보의 휨

거동 특성, 신·구 콘크리트의 부착특성, 균열진전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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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S-LMC의 보수·보강 효과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2. 실험 계획 및 방법

2.1 실험 계획

실험에 사용된 변수는 기존 보에 덧씌우기 두께를 40,

80, 120 mm, 보수두께를 40, 80, 120 mm로 하였으며, 인

장철근을 D16, D19로 변화하여 적용하였다. 보 시험체

는 모체 콘크리트의 덧씌우기 형태와 열화 된 콘크리트

의 보수 형태로 나누어 제작하였다.

휨 실험은 4점 재하 시험을 하였으며, 보의 처짐을 측

정하기 위하여 하부에 2개의 LVDT를 설치하였고, 철근

및 콘크리트 게이지를 통하여 자동으로 변화량이 측정되

는 실험 방법을 통하여 데이터를 획득하여 하중-처짐 특

성, 중립축 변화, 균열진전양상, 휨 강성 변화, 부착면 거

동 특성, 연성지수 등을 분석하였다.

2.2 사용 재료

2.2.1 시멘트 및 골재

보수·보강용 VES-LMC에 사용된 초속경 시멘트는 국

내 S사에서 생산되는 아윈계 초속경 시멘트를 사용하였

으며, 철근콘크리트 보의 시멘트는 1종 포틀랜드시멘트

를 사용하였다.

굵은골재는 최대치수 25 mm, 13 mm인 레미콘용 쇄석

으로 기준시편 제작에 25 mm 보강 보수재료 (VES-LMC)

에는 13 mm를 사용하였으며, 잔골재는 천연 강모래를 사

용하였다. KS 규정에 의한 실험을 실시한 결과, 굵은골

재와 잔골재의 비중은 각각 2.6과 2.7로 양호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2.2.2 라텍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라텍스는 스티렌과 부타디엔이 66/

34로 조성된 우유빛 액상 물질로써 물 52%, 폴리머 고형

분 48%로 구성되어 있고, 소량의 계면활성제와 안정제가

참가되어 있는 미국 D사의 SBR 라텍스를 사용하였다.

2.2.3 지연제 및 소포제

국내 생산되는 소포제 중 실리콘 계열의 라텍스 첨가

용 소포제로 D사의 L101A 제품으로 라텍스와 동일한 계

열이며, 지연제는 구연산 계열 지연제를 사용하였다.

2.2.4 콘크리트 배합

콘크리트 배합은 모체 콘크리트를 모사하기 위한 보통

포틀랜드 콘크리트 (OPC)와 덧씌우기 및 보수에 사용된

초속경 라텍스개질콘크리트 (VES-LMC)로 구분해 배합

설계를 하였다.

보통포틀랜드콘크리트는 굵은골재 최대치수가 25 mm

인 골재를 사용하여 28일 설계기준강도가 27 MPa, 초기

슬럼프가 130 mm가 되도록 배합설계 하였다.

VES-LMC는 굵은골재 최대치수가 130 mm인 골재를

사용하여 초기 슬럼프가 210 mm가 되도록 배합설계 하

였다. 구제적인 배합설계 내용은 Table 1에 나타냈다.

또한 보통포틀랜드콘크리트 (OPC)의 압축강도와 초속

경 라텍스개질콘크리트 (VES-LMC)의 압축, 휨, 부착강

도를 Table 2에 나타냈다.

 

2.2.5 철근 

사용된 철근은 이형철근으로 압축철근 D13, 인장철근

D16, D19를 사용하였으며, 전단철근 D10 U자형 스트럽

을 사용하였다. 사용된 철근의 항복강도 및 극한강도는

Table 3에 나타냈다.

2.3 보 실험체 제작 및 휨 실험

2.3.1 보 시험체 제작

(1) 기준시편

기준시편은 지간 2,400 mm, 순지간 2,000 mm의 단면 (200 ×

250 mm)에 압축철근, 인장철근으로 각각 D13, D16을 사

Table 1 Mix proportion

Class of

concrete

W/C

(%)

S/a

(%)

Gmax

(mm)

Unit weight (kg/m
3
) Admixture

(g/m
3
)W C S G Latex

OPC 43.7 45.7 25 180 412 756 920 - 2.47

VES-LMC 38.0 58.0 13 82 390 991 791 122 -

Table 2 The strength of VES-LMC and OPC

Compressive strength

(OPC)

Curing time Specimen 1 Specimen 2 Specimen 3 Average (MPa)

7 days 21 22 24 22

28 days 30 27 26 28

Compressive strength

(VES-LMC)

Curing time Specimen 1 Specimen 2 Specimen 3 Average (MPa)

1 days 26 27 27 27

28 days 38 36 38 37

Bonded strength

(VES-LMC)

Curing time Specimen 1 Specimen 2 Specimen 3 Average (MPa)

28 days 2.4 2.5 2.5 2.5



초속경 라텍스개질콘크리트로 덧씌우기 및 보수된 철근콘크리트 보의 보강효과│425

용하였고, 전단파괴를 고려하여 U자형 D10 철근을 150 mm

간격으로 배근하여 제작하였다. 

인장철근의 변형률을 측정하기 위하여 2개의 철근 방

수게이지를 철근 하부에 부착하여 타설시 게이지에 손상

이 가지 않도록 설치하였다. OPC 타설은 레미콘을 이용

하였으며, 진동기를 사용하여 충분한 다짐을 실시하였다.

대기 온도가 31
o
C인 현장에서 작업이 이루어져 초기 양

생 시 시험체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양생포를 덮고

충분한 물을 공급시켜 습윤양생이 되도록 하였다. 

(2) 보강시편

Fig. 1과 Table 4 같이 덧씌우기로 보강된 시험체는 인

장철근 D16을 배근한 기준시편 (200 × 250 mm)에 보강

깊이를 40, 80, 120 mm로 변화시켜 시편을 제작했으며,

인장철근 D19를 배근한 기준시편에 80 mm로 보강한 시

편을 제작하였다. 

(3) 보수시편

Fig. 2와 Table 4 같이 시험체는 노후 된 콘크리트를

제거한 후 보수한 형태로서 기준시편 (200 × 250 mm)에

보수 깊이를 40, 80, 120 mm로 변화시킨 시편과, 인장철

근 D19를 배근한 기준시편에 80 mm로 보수한 시편을 제

작하였다. 단면 및 양생조건은 보강 시험체와 동일조건

으로 하였다.

2.3.2 보의 휨 실험

시험체의 휨에대한 역학적 거동 특성을 파악하고자 처

짐, 철근 및 콘크리트의 변형량을 측정하였다. Fig. 3과

같이 시험체 중앙 하단에 2개의 LVDT를 설치하여 하중

-처짐 관계를 얻었으며, 인장철근에 부착된 철근게이지

Table 3 Mechanical properties of reinforcing bar

Diameter Yielding strength (MPa) Ultimate strength (MPa)

D13 401 56.8

D16 361 51.2

D19 363 53.2

Table 4 Specimen details

Specimen Beam height (H:mm) Depth (mm) Stirrup Tension steel Compression steel

Control 250 0 D10 D16 D13

Overlay

OB-D16-4 290 40 D10 D16 D13

OB-D16-8 330 80 D10 D16 D13

OB-D19-8 330 80 D10 D19 D13

OB-D16-12 370 120 D10 D16 D13

Repaired

RB-D16-4

250

40 D10 D16 D13

RB-D16-8 80 D10 D16 D13

RB-D19-8 80 D10 D19 D13

RB-D16-12 120 D10 D16 D13

Fig. 1 Overlayed beam specimen (unit : mm)

Fig. 2 Repaired beam specimen (unit :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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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철근의 변형량을 측정하였다. 또한 콘크리트의 변

형량을 측정하기 위하여 Fig. 3과 같이 보 중앙부에 콘

크리트 게이지를 50 mm 간격으로 설치하였다. 보수·보

강된 철근콘크리트 시험편에는 계면의 변형량을 측정하

고자 추가로 콘크리트 게이지를 부착하였다.

철근콘크리트 보의 휨시험은 Fig. 4와 같이 200 톤 용

량의 UTM시험기를 사용하였다. 하중 재하는 4점 재하

를 하였으며, 하중은 2 kN 씩 증가시켜 하중 단계에 따

른 처짐, 인장철근의 변형량, 콘크리트의 변형량을 측정

하였다. 또한 하중이 증가함에 따라 초기 균열발생 하중

과 균열진전의 형상을 각 하중 단계별로 측정 기록하였다.

3. 실험 결과 및 분석

3.1 하중-처짐 특성

 

Figs. 5와 6은 LVDT에서 측정한 처짐 값과 LOAD CELL

에서 측정한 하중 값을 이용하여 도시한 모든 시험체의

하중-처짐 관계를 나타내는 그래프이며, 시험체별 항복

및 극한하중 시 처짐 값은 Table 5에 나타냈다.

Fig. 5에서 가장 아래 선형이 기준시험체 (control)에 대

한 하중-처짐 그래프를 나타낸 것으로 항복하중 58 kN,

극한하중 70 kN 값을 보였으며, 일반적인 철근콘크리트

보의 휨 파괴양상을 보였다. 

본 실험에서 휨 보강 효과가 가장 좋은 경우는 덧씌우

기의 경우 OB-D19-8 시험체가 기준시험체 대비 극한하

중 성능 향상률이 151%, 보수의 경우 RB-D16-12 시험체

가 143%에 달했다. 

덧씌우기의 경우 대체적으로 덧씌우기 두께가 증가할

수록 보강효과가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OB-D16-4

Fig. 3 Measurement system

 
Table 5 Load-deflection relationships of specimens

Specimens Overlay repaired depth (mm) Yield load (kN) Deflection (mm) Ultimate load (kN) Deflection (mm) Relative yield load (%)

Control 0 58 6 70 35 기준

OB-D16-4 40 94 6 100 20 142

OB-D16-8 80 78 5 90 32 128

OB-D19-8 80 96 7 106 34 151

OB-D16-12 120 78 2.5 93 38 133

RB-D16-4 40 42 7 45 37 64

RB-D16-8 80 60 5 80 33 114

RB-D19-8 80 80 8 83 34 119

RB-D16-12 120 78 5 100 39 143

Fig. 4 Reinforced concrete beam test Fig. 6 Load-deflection of repaired specimens

Fig. 5 Load-deflection of overlay specim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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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체에서는 극한강도 증가가 42%로 덧씌우기 두께가

작은데도 크게 증가하였다. 이는 극한상태에서 중립축 위

치가 40 mm 아래에 있어 VES-LMC가 압축영역만 있으

나, 덧씌우기 두께가 증가한 경우는 일부분만 압축 영역

에 존재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되며, VES-LMC의 강도

가 기존 콘크리트의 강도보다 큰 것도 이런 결과의 원

인이 되는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OB-D16-12 시험체는

OB-D16-8 시험체에 비해 성능은 20% 정도 증가하였지만,

항복 및 극한하중에서 큰 차이를 보이질 않아 덧씌우기

두께가 80 mm 이상에서는 보강효과율이 떨어지는 결과

를 확인할 수 있었다. 

보수의 경우 RB-D16-4시험체가 기준시험체 보다 항복

및 극한강도가 떨어지고, 80 mm 이상 보수한 시험체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이는 40 mm 보수인 경우 중

립축위치가 보수면 아래에 있어 VES-LMC 전영역이 압

축영역이며 80 mm 이상 보수한 경우는 일부만이 압축영

역으로 존재하므로 보수효과가 상이하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되며, 계면의 부착상태가 좋지 않아 초기 계면파괴

가 압축영역에서 일어나 압축력 감소가 극한강도 저하의

원인 것으로 판단된다. 

3.2 균열 진전 양상

Fig. 7은 각 시험체에 대해 시험 시 하중 증가에 따른

균열 진전 양상을 맵핑한 것으로 표시된 숫자들은 균열

발생 시 하중 값을 나타낸 것이다. 

대부분의 시험체가 초기에는 Control 시험체와 같이 전

형적인 휨균열 진전 형상을 보였으나, 덧씌우기 시험체는

OB-D16-8 시험체를 제외한 나머지 시험체에서 75~80 kN

하중에서, 보수 시험체는 보수두께 순에 따라 35, 40, 50 kN,

RB-D19-8은 55 kN 재하에서 부착계면에 수평방향으로의

균열이 발생함과 동시에 박리현상이 진행되어 휨파괴와

계면 부착파괴가 동시에 일어나는 조합된 파괴양상이 나

타났다. 

또한 초기 균열발생시 하중 및 처짐량과 극한하중 값

을 가지고 시험체를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

었다. 먼저 Control과 비교하여 덧씌우기 시험체는 두께

에 따라 균열발생 후 내력이 증가하는 양상이 다르게 나

타났다. 덧씌우기 두께가 120 mm 이하의 경우 두께에 상

관없이 극한하중의 0.38~0.5배 사이에서 초기균열이 발

생하였으며, 그때의 처짐량도 비슷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OB-D16-12의 경우 극한하중의 0.78배까지 가력하여도 균

열이 발생하지 않고 처짐량은 다른 시험체에 비해 매우

작게 발생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균열발생

이후에는 다른 시험체와 유사한 처짐을 보이면서 강성이

저하되었다. 

보수 시험체의 경우 보수두께가 증가할수록 즉 보수깊

이가 피복두께 보다 클수록 초기균열이 최대하중의 0.5

배 이상에서 발생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으며, 이는

두 재료가 일체로 거동하여 휨에 대한 저항 능력이 향

상된 것으로 판단된다. 시험체의 최대 및 초기하중 관계

는 Table 6에 나타내었다.

3.3 휨 강성 변화

Figs. 8, 9는 시험체들에 대한 모멘트-곡률관계를 나타

낸 그래프로써, 균열이 발생하기 전에는 전단면이 유효

하지만 균열발생 후에는 인장측 콘크리트가 무시되기 때

문에 휨에 대한 강성이 줄어들어 그래프처럼 3단계로 명

확히 구분되어 거동하게 된다.

Table 7은 각 시험체들에 대한 단계별 모멘트 값을 정

의한 것이다. 덧씌우기 시험체의 경우 기준시편에 비해

최대 300% 이상 그 보강 효과를 볼 수 있었다. 덧씌우

기 두께가 증가할수록 균열발생 전까지의 강성은 증가하

지만 항복 이후에는 기준시편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Fig. 7 Load-crack propa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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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시험체의 경우 보수두께가 증가할수록 보수재료의

강도 특성상 기준시편보다 강성은 증가하였지만, 균열 모

멘트는 기준시편과 비슷한 값을 보였으며, 최대 160%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3.4 부착면 거동 특성

덧씌우기 및 보수 된 시험체의 부착면에서의 거동 특

성을 파악하고자 본 연구에서는 전단 흐름량을 통하여

그 결과를 확인하였다. 계면에 발생되는 변형률을 측정

하기 위하여 부착면 상, 하부에 변형률게이지를 부착하

여 하중 증가에 따른 변형률을 측정하였다. 측정된 변형

률을 이용하여 전단흐름-슬립변형률 관계를 도출하였으

며, 계산 과정은 다음과 같다.
5,6)

 

1) 측정 된 두 변형률 사이는 선형적으로 변한다는 가

정 하에 분할 된 각 위치의 변형률을 아래와 같이 계산

하였다.

(1)

Hoveryaly :덧씌우기 두께

Hrepair  :보수두께 

ε1, ε2  :실험에 의해 측정된 콘크리트 변형률 

εx     :임의의 위치에서 콘크리트 변형률

2) 보 실험을 통해 측정된 변형률 값을 이용하여 계산

된 덧씌우기 및 보수두께에 따른 콘크리트의 변형률 값

은 Kent(1969)의 제안식을 이용하여 응력값을 산출하였다.
6)

(2)

(3)

3) 보의 깊이에 따라 계산된 응력값을 적분하여 콘크

리트에 작용하는 작용 내력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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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Maximum and initial crack load relations for specimens

Ultimate load (kN) Initial crack load (kN) Initial interface crack load (kN) Initial crack load/maximum load (kN)

Control 70 30 - 0.42

OB-D16-4 100 40 80 0.41

OB-D16-8 90 35 70 0.38

OB-D19-8 101 50 80 0.50

OB-D16-12 89 70 75 0.78

RB-D16-4 46 25 35 0.50

RB-D16-8 83 50 40 0.60

RB-D19-8 80 60 55 0.74

RB-D16-12 100 75 50 0.74

Fig. 8 Moment-curvature of overlay specimens

Fig. 9 Moment-curvature of repaired specimens

Table 7 Moment distribution for specimens

Mcr

(N·m)

My

(N·m)

Mu

(N·m)

Comparison

(%)

Control 7.83 51.57 56.70 Standard

OB-D16-4 15.3 85.50 90.30 195

OB-D16-8 34.47 68.40 75.87 440

OB-D19-8 29.43 86.40 89.37 375

OB-D16-12 31.50 68.13 73.77 402

RB-D16-4 14.40 41.40 47.40 183

RB-D16-8 13.40 52.83 72.63 170

RB-D19-8 11.70 73.53 76.77 149

RB-D16-12 20.43 69.93 87.03 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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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계산된 내력 값을 이용하여 전단 흐름값 계산은 다

음식을 이용하였다.

(5)

Fc :작용내력, L :보의 경간

Fig. 10은 덧씌우기 시험체의 상대변위량 (슬립량)-전

단흐름 관계를 나타낸 그래프로써, 300~350 kN/mm에서

급격한 슬립량이 발생했으며, 덧씌우기 두께가 증가할수

록 전단에 대한 저항 능력 향상 및 상대변위량이 감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OB-D19-8 시험체의 경우

Table 8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초기 하중재하 시 계면에

균열이 발생해 전단흐름 180 kN/mm 이후에는 다른 시

험체에 비해 상대변위량이 크게 증가하였다. 

Fig. 11은 보수 시험체의 상대 변위량-전단흐름 관계를

나타낸 그래프이며, 보수깊이가 증가할수록 즉 보수두께

가 철근의 피복두께 이상인 경우에는 두 재료가 일체로

거동하여 상대변위량이 확연히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3.5 연성지수

철근콘크리트 보는 인장철근이 먼저 항복하고 인장부

의 콘크리트에 균열이 발생하면서 처짐이 증가하여 압축

부의 콘크리트도 변형률이 극한에 이르러 보의 파괴가

일어난다. 이러한 파괴는 철근이 항복한 후 연성을 가지

고 늘어나기 때문에 서서히 일어나므로 파괴의 징후를

미리 알 수 있다. 따라서 휨 연성지수는 설계된 콘크리

트 구조물의 휨 거동을 예측하는데 사용된다. 휨 파괴

연성이란 구조물의 휨 능력의 큰 감소 없이 변형을 일

으킬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휨 파괴 연성을 나타내는

지수로는 곡률 연성지수와 변위 연성지수가 있다. 연성

지수는 보통 처짐과 곡률로 표현되어진다.
2)
 

변위연성지수 = (6)

곡률연성지수 = (7)

여기서 µ =부재의 연성지수, ∆ =부재의 처짐, Φ =부재

의 곡률, u, y는 각각 극한일 때와 항복일 때를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는 변위 연성지수를 이용하여 부재의 연성

능력을 평가하였다. 보통 연성지수가 3이상일 경우 연성

적으로 안전하다고 평가된다. 

Table 9는 항복하중과 극한하중 각각의 처짐 연성지수

를 나타내고 있다. 먼저 덧씌우기 시험체의 경우 덧씌우

기 두께가 증가 할수록 연성지수가 4.39 이상을 나타냈

으며, 120 mm 이상의 두께에서는 연성지수가 9.67로 연

성능력이 뛰어난 것으로 평가 되였다. 40 mm, 80 mm의

경우에도 연성지수가 3 이상의 값을 보여 연성적으로 안

정적인 구조물임을 알 수 있었다. 

보수시험체의 경우 또한 보수두께가 증가 할수록 연성

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주었으며, 모든 시험체가 5 이

상의 연성지수를 나타내어 연성적으로 안정적인 구조임

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인장철근이 D19인 OB-D19-8, RB-D19-8 시험체의 경

우 철근량이 증가한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은 연성지

수 값을 보였는데, Table 7에서 알 수 있듯이 항복 시 처

짐량이 다른 시험체보다 큰 값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

다. 이는 철근비가 증가함에 따라 압축측 콘크리트가 조

기에 극한변형률에 도달하여 항복 시 큰 처짐량을 보이

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f
Fc

L/2
--------=

µ
∆u

∆y

------=

µ
φu

φy

-----=

Table 8 Relationship between initial crack and shear flow

Specimens

Initial crack

at interface

(kN)

Shear flow - slip strain relationship

Load

(kN)

Shear flow

(kN/mm)

Relative

strain

OB-D16-4 40 80 300 172

OB-D16-8 35 120 338 122

OB-D19-8 50 80 180 49

OB-D16-12 70 100 335 98

RB-D16-4 25 40 85 22

RB-D16-8 50 60 298 146

RB-D19-8 60 80 370 103

RB-D16-12 75 100 774 80

Fig. 10 Shear flow-slip strain relationship of overlay beams

Fig. 11 Shear flow-slip strain relationship of repaired bea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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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VES-LMC로 보수 및 덧씌우기 된 철근

콘크리트 보의 보수·보강 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휨 실

험을 실시하였으며, 실험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1) 보강된 시험체의 경우 보강두께가 증가함에 따라 보

강효과가 증가하여 항복 및 극한하중이 모두 증가하

는 경향을 보였으며 결과 강성이 증가하여 휨에 대한

저항 능력이 증대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보수 시험체

의 경우 보수 두께가 중립축 깊이 이상으로 보수 되

였을 경우 그 내하력이 최대 40% 이상 증가 되는 결

과는 얻을 수 있었으며 휨에 대한 저항 능력이 상승

된 것을 보여주었다. 또한 덧씌우기인 경우 80 mm와

120 mm의 경우 항복 및 극한 값이 비슷한 양상을 보

여 보강 두께 선정 시 고려되어야 할 요소라 판단된다. 

2) 보수 및 보강 시험체 모두 그 두께가 증가 할수록

연성지수가 4 이상의 값을 보여 구조적으로 안정적

임을 알 수 있었다.

3) 두 이질재료의 계면에서의 거동을 확인한 결과 덧

씌우기 시험체 모두 및 철근 피복두께 이상 보수

시험체 계면에서의 상대 변위량이 두께 증가에 따

라 감소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4) 모멘트-처짐 관계를 분석한 결과 보수·보강 시험체

모두 강성 증진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특히 덧

씌우기 시험체가 두드러진 효과를 보여 휨에 대한

저항능력 향상 효과를 보여주었다. 보수 시험체의 경

우 보수깊이 만큼 압축강도가 우수한 VES-LMC로

보수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확연한 차이를 보이질 않

았는데 이는 철근의 피복 두께 이상으로 보수되어야

만 그 성능이 향상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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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들어 고속도로를 중심으로 하여 교량상판 보수재료로 초속경 라텍스개질콘크리트 (Very - Early Strength

Latex - Modified Concrete :이하 VES-LMC)가 개발되어 이용되고 있고, 그 활용 빈도가 커지고 있다. 이는 VES-LMC의

특징상 보수 후 3시간 만에 교통개방이 가능하며, 라텍스 첨가로 기존의 보수재료가 갖는 장기 내구성의 문제를 해결

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위와 같은 장점으로 보수·보강 재료로 사용되고 있는 VES-LMC에 대한 구조적인 연구에 대

해서는 미비한 상태이다. 본 연구에서는 VES-LMC를 기존보의 덧씌우기 형태와 열화된 콘크리트의 보수 형태로 나누

어 시험체를 제작하고, 4점 휨 실험을 수행하여 휨 거동 및 신·구 콘크리트의 부착 특성과 균열 진전 양상, 보수·보

강효과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보수·보강두께가 증가함에 따라 보수·보강효과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이

는 강성이 증가하여 휨에 대한 저항 능력이 증대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보수 시험체의 경우 철근의 피복두께 이상으로

보수 되었을 경우 강성이 최대 40% 이상 증가 되는 결과는 얻을 수 있었으나 80 mm와 120 mm의 경우 그 값이 비슷

한 양상을 보여 보강 두께 선정 시 고려되어야 할 요소라 판단된다. 계면거동을 확인한 결과 보수 및 보강 시험체 모

두 계면에서의 상대 변위량이 감소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두 재료가 비교적 일체로 거동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핵심용어 :초속경라텍스개질 콘크리트, 덧씌우기, 보수, 강성, 보강효과

Table 9 Ductility index of specimens

Specimens Overlay depth (mm) Ultimate load (kN) Deflection (mm) Yield load (kN) Deflection (mm) Ductility index

Control 0 70.424 27.350 56.840 6.460 4.23

OB-D16-4 40 98.686 20.400 94.374 4.645 4.39

OB-D16-8 80 89.866 23.280 74.774 5.130 4.54

OB-D19-8 80 101.234 33.545 94.080 7.290 4.60

OB-D16-12 120 89.180 21.225 75.750 2.195 9.67

RB-D16-4 40 46.350 34.815 45.080 6.865 5.07

RB-D16-8 80 83.300 34.900 57.520 5.140 6.79

RB-D19-8 80 80.654 34.180 79.674 6.765 5.05

RB-D16-12 120 100.94 27.255 76.146 5.095 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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