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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질형 폴리우레아의 개발 및 보강 순서에 따른 RC 슬래브의 성능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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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cent studies to improve reinforcement of structures have developed stiff type Polyurea by using highly pol-

ymized compound Polyurea, but the reinforcing effect of it appears to be merely good. To find the proper usage of Polyurea as

structural reinforcement, stiff type Polyurea has developed by manipulating the ratio of the components that consist flexural type

Polyurea.. and the developed stiff type Polyurea shows higher hardness and tensile capacity. The reinforcement effect evaluation

of has been performed by the polyurea applied RC slab specimens, and the reinforcement effect of the combination of fiber sheet

and polyurea has been tested. The results shows that the Polyurea applied specimens have significant improvement on hardness

and ductility compare to those of unreinforced. Also, the specimens that stiff type Polyurea is sprayed on fiber sheet reinforcement

has higher reinforcing effect than only sheet reinforced specimens. However, the specimens that and fiber sheet attached after poly-

urea applied on showed that the high toughness of fiber sheet restrains the ductile behavior of Polyurea due to the high ductility,

thereby the specimen suffers the concentration of load, which leads the brittle fracture behavi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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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970년대 국내에서는 급속한 경제발전에 수반하여 사

회기반시설(civil infrastructures)의 대대적인 확충이 있었

다. 그러나 당시 건설되었던 많은 구조물들은 내구성에

대한 기술 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설계 및 시공이 이

루어졌다. 또한, 구조물 유지관리 분야에 대한 중요성도

상대적으로 낮았으며, 관심 또한 저조하였다. 이로 인해

40여년이 지난 현재 기존 구조물의 사용성과 안전성에

대한 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

라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구조물 유지관리에 대

한 관심과 중요성은 크게 대두되고 있으며, 보수·보강

에 관련된 공사비 또한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국내에서는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의 보수·보강 공법으

로 강판 접착 공법, 섬유 보강(fiber-reinforced polymer, FRP)

표면 부착 공법, 외부 프리스트레싱 공법 등이 사용되고

있다. 특히 구조적 성능이나 경제적, 공간적 효율을 높

이는데 유리한 섬유 시트 부착 보강 공법은 지난 20년간

토목 구조물에 널리 적용되어 왔으며,
1-3)

 구조물의 보강

에 우수한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수많은 연구 결과가

보고된 바 있다.
4,5)

 외국에서는 1960년대에 재료의 성질

이 잘 구명되고 적용하기 편리한 강판을 외부에 부착하

여 보강하는 공법을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6)
 이후 강판

자체의 무게와 넓은 면적 보강 시 많은 시공상의 문제

점이 나타나 타 분야에서 이미 개발되어 사용되던 복합

재료가 강판을 대체하는 보강재로서 각광받기 시작하였

다.
7-9)

 그 후 현재까지 구조물에 섬유 시트를 부착하여

보강하는 공법이 국·내외적으로 가장 많이 적용되고 있

다. 하지만 섬유 시트 부착 보강 공법은 에폭시 접착제

에 의해 표면 부착으로 이루어지는 보강 방법으로서 구

조물과 섬유 시트 사이의 완벽한 접착이 보강 성능을 좌

우하게 된다. 또한, 보강재 단부에서의 응력 집중과 수

분 접촉 등의 외부 환경적 요인에 의해 계면에서의 박

리나 들뜸 현상이 자주 나타나 섬유 시트의 재료적 성

능이 충분히 발휘되기 전에 조기 파괴되는 문제점이 있

다. 이렇게 구조물에 섬유 시트를 부착하였을 경우 부적

절한 보강 설계가 된다면 매우 취성적인 파괴 거동이 나

타나, 구조물의 연성에 중점을 두어 저 보강보로 설계하

여 시공하는 구조물에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

서, 현재까지 구조물의 보강 방법으로 가장 많이 적용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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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 시트 부착 보강 공법의 성능 향상과 동시에 구조

물이 파괴에 도달하기 전 사전 징후를 인식할 수 있어

사전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하는 재료가 필요하다.

최근 국내에서는 고분자 화합물인 폴리우레아(polyurea,

PU)를 이용하여 보강 성능의 향상을 위한 연질형 폴리

우레아(flexible type polyurea, FTPU)를 개발하여 구조물

에 적용하였지만 보강 성능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10)

경질형 폴리우레아(stiff type polyurea, STPU)는 FTPU

조성비를 변화시켜 개발한 보강재이다. STPU는 기존의

보강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개발된 FTPU보다 인장강도

는 향상시킨 반면에 구조물의 강성 효과를 저하시키는

신장률은 낮아지도록 조성비를 도출하여 개발하였다. 또

한, PU를 구조물의 보강재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급

속시공의 가능과 2차적인 계면을 생성시키지 않고 방수·

누수에 대한 성능을 지속적으로 발휘되도록 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개발된 STPU를 현재 구조물 보

강재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섬유 시트와 적층하여

보강하였을 때 보강 순서에 따른 효과를 평가하고자 한다.

 

2. 경질형 폴리우레아의 구성

FTPU를 섬유 시트 외부에 도포하여 일반 구조물의 보

강 성능을 평가한 결과 섬유 시트만으로 보강한 시험체

보다 낮은 보강 성능을 나타내었으며, FTPU만으로 보강

한 시험체도 무보강 시험체와 비교 했을 때 보강 성능

의 향상 효과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10)

 이는 FTPU

의 구성 요소가 강성 증진의 효과보다 연성 증진의 효

과에 우수한 구성비로 조성되어 구조물의 보강 성능이

향상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기존의 보강 재

료로 적용한 FTPU의 주제와 경화제 조성비를 변화시켜

구조물의 보강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STPU의 조성

비를 개발하였다.

2.1 경질형 폴리우레아의 주제 구성 요소

PU의 주제(prepolymer)는 이소시아네이트(iisocyanate)와

다이올(diol, diamine)의 반응으로 형성되며, 이를 디이소

시아네이트(diisocyanates)라 한다. 디이소시아네이트는 일

반적으로 지방족(aliphatic) 및 방향족(aromatic), 지환족

(cycloaliphatic)으로 분류되며, 3가지 모두 사용될 수 있

다. 지방족 디이소시아네이트에는 헥산 디이소시아네이

트(hexane diisocyanate, HDI), 이소포론 디이소시아네이

트(isophorone diisocyanate, IPDI), 메틸렌 p-시클로헥실

이소시아네이트(methylene p-cyclohexyl isocyanate, H12MDI)가

있다. 방향족 디이소시아네이트에는 톨루엔 디이소시아

네이트(toluene diisocyanate, TDI), 메틸렌 디페닐 디이소

시아네이트(methylene diphenyl diisocyanate, MDI), 나프

탈렌 디이소시아네이트(naphthalene diisocyanate, NDI) 및

비톨루엔 디이소시아네이트(bitoluene diisocyanate, TODI)

가 있으며, 지환족 디이소시아네이트는 메틸렌(methylene)

과 시클로헥산(cyclohexane)에 이소시아네이트가 결합된

것이다. Fig. 1에는 PU의 합성에 사용되는 디이소시아네

이트의 일반적인 구조식을 보여주고 있다.

FTPU의 주제 구성 요소로 사용된 디이소시아네이트는

MDI이다. MDI를 사용하면 TDI를 사용하는 것에 비하

여 반응성도 크고 합성된 PU의 품질이 양호해지기 때문

이다. 하지만 강성을 높게 하는 것은 Tg(glass transition

temperature)를 갖으며, 가능한 준결 정성의 방향족 디이

소시아네이트와 사슬 확장자(chain extender)에 낮은 분자

량으로 결합하는 것이다.
11,12)

따라서, 이 연구에서 개발한 STPU의 주제 구성 요소

는 인장강도와 경도를 높이기 위하여 MDI보다 준결정성

이 높은 방향족의 디이소시아네이트 NDI와 TODI를 첨

가시켰다. 그러나 NDI와 TODI가 첨가되면 인장강도와

경도는 증가하는 반면 신장률은 낮아져 STPU가 유리나

플라스틱 같이 깨지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이를 방

지하기 위해 폴리옥시 프로필렌 글리콜(polyoxy propylene

glycol)의 혼입량을 증가시켜 신장률이 저하되는 현상을

방지하였다. Table 1에는 STPU와 FTPU의 주제 구성 요

소와 각각의 혼합량을 나타내었다. 또한, 방향족 디이소

Fig. 1 Diisocyanate structural formu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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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아네이트 요소로 만들어진 고분자는 자외선에 불안정

하여 시간의 경과와 함께 황변 현상(reduced yellowing)

이 발생하는 경우가 생기므로 자외선에 대한 안정성을

높이는 UV 흡착제를 경화제에 혼입하여 사용하였다. 

2.2 경질형 폴리우레아의 경화제 구성 요소

STPU와 FTPU의 경화제 구성 요소는 Table 2에 나타내

었다. FTPU는 주제와 마찬가지로 경화제의 구성 요소가

연성 증진의 효과를 나타내는 조성비로 되어 있으므로

STPU는 강성 증진에 효과가 있는 폴리에테르 트리아민

(polyether triamine)과 디에틸레이티드 톨루엔 트리아민

(diethylated toluene triamines, DETDA)의 혼입량을 증가

시켰다. 또한, 메틸렌 비스 클로로아닐린(methylene bis

chloroaniline, MOCA)이라는 아민계의 새로운 방향족 화

합물을 첨가하였다. 일반적으로 PU의 합성에 사용되는 디

아민(diamine) 사슬 확장자는 부탄디올(butanediol, BD), 에

틸렌 디아민(ethylene diamine, ED), 메틸렌 비스 클로로

아닐린(methylene bis chloroaniline, MOCA), 에틸렌 글

리콜(ethylene glycol, EG), 헥산디올(hexanediol, HD) 등이

있으며, Fig. 2에 사슬 확장자의 구조식을 나타내었다.

STPU는 새로운 화합물의 첨가와 조성비의 변화로 강

성이 향상되지만 디아민(diamine) 사슬 확장자가 이소시

아네이트(isocyanate)와 빠르게 반응하여 우레아 기(urea

group)와 뷰렛(biuret) 결합을 형성하게 된다. 이러한 현

상은 고분자 형성을 빠르게 진행시켜 구조물과 STPU의

부착성능 및 신장률의 저하를 가져오게 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STPU에 겔화 시간 및 표면 건

조 시간을 지연시켜주고 시공성을 좋게 하는 폴리링크

(poly link)를 10% 이상 첨가하였다. 폴리링크의 첨가로

STPU가 구조물의 공극에 충분히 채워줘 공극이 기포로 남

지 않게 한 후 반응이 종결되어 부착 성능의 향상과 반응

속도의 지연으로 신장률 및 부착 성능을 향상시키는 효과

를 나타내었다. 그 밖의 사용되는 경화제의 구성 요소 중

반응성과 시공성을 위해 혼입하는 2차 아민(secondary

amine)은 폴리링크의 첨가로 인해 혼입량을 감소시켰으며,

프로필렌 글리콜(propylene glycol), 무기질 안료(pigment),

UV 흡착제(UV sorbent)등은 FTPU와 동일하게 혼입하여

제조하였다.

2.3 경질형 폴리우레아와 연질형 폴리우레아의 재료 특성

이 연구에서 개발된 STPU는 기존의 보강 재료로 개발된

FTPU보다 우수한 물리적 성질을 나타내었으며, Table 3에

결과 값을 정리하여 나타내었다. 

주제와 경화제의 혼입률을 변화시키고 새로운 화합물

을 첨가하여 제조한 STPU의 인장강도는 49 MPa로 FTPU

보다 204% 이상 향상되는 성능을 발휘하였다. 또한, KS

M ISO 7619-1(가황 고무 및 열가소성 고무-압입 경도 측

정 방법)에 제시되어 있는 듀로미터법으로 쇼어 경도를

측정한 결과 STPU의 D 눈금이 90내외로 FTPU보다 30

Table 1 Composite of prepolymer

Material Component
Weight (%)

FTPU STPU

Prepolymer

Methylene diphenyl diisocyanate 

(MDI)
70 20~25

Naphthalene diisocyanate (NDI) - 15~25

Bitoluene diisocyanate (TODI) - 10~20

Polyoxy propylene glycol 20 20~30

Propylene carbonate 10 10

Fig. 2 Chain extenders structural formula

Table 2 Composite of hardener

Material Component
Weight (%)

FTPU STPU

Hardener

Polyoxy propylene diamine 30~40 20~30

Polyether triamine 10~20 15~25

Diethylated-toluene triamines 

(DETDA)
5 10

Methylene bis chloroaniline

(MOCA)
- 5~10

Polylink - 10~15

Secondary amine 20~30 5~15

Propylene glycol 2 2

Pigment 2 2

 UV sorbent under 2 under 2

γ-glycidoxypropyltrimethox-

ysilane
1 1

Table 3 Material properties of polyurea

 Assessment items FTPU STPU

Drying time (sec) 30 45

Tensile strength (MPa) 24 49

Shore hardness
(D) 65 87~92

(mN) 28925 40050

Bond strength (MPa) 2.34 5.93

Elongation (%) 310 150

Impact strength (N·mm) over 12,000 over 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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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량 높게 나타났다. 여기서, D 눈금은 KS M ISO 7619-

1에서 규정하는 조건으로 STPU와 FTPU를 압침 하였을

때 경도계에 읽히는 눈금이다. STPU와 FRPU는 차이는

30정도를 나타내었지만 실질적으로 경도계에 작용하는

스프링의 힘(millinewton, mN)을 비교해보면 11,125 mN의

큰 차이를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 STPU는 FTPU

보다 상당히 우수한 강성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와 같이 STPU는 FTPU에 비해 높은 인장강도와

경도를 나타내고 있는 반면에 신장률은 150%로 FTPU보

다 다소 낮게 측정되었다. 그러나 기존에 보강재로 적용

된 섬유 시트(carbon fiber sheet, glass fiber sheet)의 신

장률이 1.5~3.3% 인 것을 고려하면 STPU를 구조물의 보

강재로 적용하였을 때 연성 증진의 효과는 충분히 발휘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STPU와 FTPU의 충격 강

도를 ASTM D 2794(standard test method for resistance

of organic coatings to the effects of rapid deformation)에

준하여 시험한 결과 STPU는 20,000 N·mm 이상으로 측

정되어 외부 충격에도 FTPU보다 우수한 성질을 나타내

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이 이 연구에서 개발한

STPU는 FTPU에 비해 물리적 성질이 향상되어 구조물

보강 효과에 우수한 성능을 발휘할 것으로 사료되며 현

재 구조물에 보강되어 있는 섬유 시트와 적층하여 보강

하여도 보강 성능을 향상시켜 줄 것으로 기대된다.

3. 실험 개요

3.1 실험 계획 및 실험 변수

이 연구에서는 개발된 STPU를 현재 보강재로 사용되

고 있는 섬유 시트와 같이 적층하여 보강하였을 때 보

강 순서에 따른 거동과 보강 성능을 파악하기 위하여

Table 4와 같이 시험체를 제작하였다.

시험체는 RC 슬래브(150 × 500 × 1,200 mm)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총 10가지의 시험체를 각각 2개씩 제작하여

휨 성능을 평가 하였으며, 결과는 평균화하여 나타내었

다. 시험체는 기준이 되는 무보강 시험체(control)와 STPU를

전단면에 3 mm 도포한 STPU_3 시험체, 섬유 시트(carbon

fiber sheet, glass fiber sheet)를 전단면에 각각 부착한 CFRP,

GFRP 시험체, STPU를 3 mm 두께로 시험체 순 경간(L)의

0.9 L 만큼 도포 후 섬유 시트를 같은 길이로 STPU 외부

에 도포한 P3C_0.9L, P3G_0.9L 시험체, 그리고 STPU를

3 mm 두께로 도포하여 섬유 시트와 보강 순서를 변화시

킨 각각의 CP3, P3C, GP3, P3G 시험체로 구성하였으며,

Fig. 3(a)에 STPU와 섬유 시트를 적층하여 보강하는 시험

체의 한 가지 종류인 P3C_0.9L 시험체의 모습을 나타내었다.

일반적으로 섬유 시트 부착 보강 공법은 접착제인 에

폭시 레진에 의한 계면 탈락 및 박리가 발생하여 구조

물의 보강 성능이 저하되는 현상이 발생한다. 따라서 보

강재로 사용되는 STPU와 섬유 시트를 적층하여 보강하

였을 때 보강 순서에 따른 부착 성능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부착 성능 평가를 위한 시험체(100 ×

100 × 400 mm)도 제작하여 일체 거동 평가를 확인하였다.

Fig. 3(b)에는 부착 성능 평가를 위한 콘크리트 시험체로

서 STPU와 섬유 시트를 적층하여 보강하는 시험체를 보

여주고 있으며, Table 5에는 이 연구에서 사용된 STPU와

섬유 시트의 물리적 성질을 나타내었다.

Table 4 Test specimen types

Specimen Retrofitted procedure

Control ① Concrete

STPU_3
① Concrete

② Stiff type polyurea 3 mm

CFRP
① Concrete

② Carbon fiber sheet

P3C_0.9 L

① Concrete

② Stiff type polyurea 3 mm 0.9 L

③ Carbon fiber sheet 0.9 L

P3C

① Concrete

② Stiff type polyurea 3 mm

③ Carbon fiber sheet

CP3

① Control

② Carbon fiber sheet

③ Stiff type polyurea 3 mm

GFRP
① Concrete

② Glass fiber sheet

P3G_0.9 L

① Concrete

② Stiff type polyurea 3 mm 0.9L

③ Glass fiber shee 0.9Lt

P3G

① Concrete

② Stiff type polyurea 3 mm

③ Glass fiber sheet

GP3

① Concrete

② Glass fiber sheet

③ Stiff type polyurea 3 mm

 Concrete  Carbon fiber sheet  Glass fiber sheet

 STPU

Fig. 3 Composite retrofitted with STPU and fiber she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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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부착 성능 실험 방법

Fig. 4는 STPU와 섬유 시트를 적층하여 보강한 시험

체의 부착 성능 평가를 위한 시험 방법의 구성도를 나타

내고 있다. 부착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제작한 시험체는

보강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제작한 RC 슬래브 시험체와

동일한 종류로 제작하였다. 제작한 콘크리트 시험체에 보

강 재료를 도포·부착한 후 28일간 대기양생 시켰다. 양

생 후 시험체에 2액형 에폭시 수지 접착제를 사용하여

인장용 지그를 올려놓고 무게 1 kg의 추를 얹어 놓았다.

1일 정도 그 상태로 둔 후 추를 제거하고 지그와 비 부

착되는 부분을 그라인더로 절단한 후 부착력 시험기를

이용하여 성능 평가를 실시하였다.

3.3 시험체 제작 및 구조 성능 평가 실험 방법

보강 순서에 따른 시험체의 보강 성능을 평가하기 위

해 제작한 RC 슬래브는 보강 효과 및 연성 거동 평가를

극대화시키기 위해 저 보강보로 설계하였다. 콘크리트의

설계기준 압축강도는 Table 6에 나타낸 바와 같이 24 MPa

로 계획하였으며, 콘크리트 배합 시 사용된 혼화 재료는

플라이애쉬(FA)와 AE 감수제를 사용하였다. 타설된 콘

크리트의 28일 압축강도는 26 MPa로 나타났다. 

압축 및 인장철근은 시험체 상·하부 모두 동일하게

D 13 mm로 배근하였으며, RC 시험체의 단면 형상 및

배근 형태는 Fig. 5에 나타내었다. 압축 철근과 인장 철

근의 거동을 확인하기 위하여 철근 게이지를 최대 모멘

트 지점인 시험체 중앙부 상부의 압축 철근과 하부의 인

장 철근에 부착하였다. 또한, 시험체 하부에 도포·부착

한 보강재료(STPU, CFRP, GFRP)의 변형률 측정과 초기

균열을 확인하기 위해 시험체 중앙부 하단 표면에 복합

변형률 게이지를 부착하였다. 복합 변형률 게이지는 복

합 재료를 대상으로 개발된 변형률 게이지로, 피측정체

로의 구속 효과를 적게 하기 위해 특수한 그리드를 한

변형률 게이지로 콘크리트 게이지와 철근 게이지보다 변

형률 한계가 각각 10~15배 이상 높은 변형률을 측정할

수 있는 게이지이다. 보강 재료를 2가지 이상 같이 보강

한 시험체에는 RC 슬래브의 일체 거동 확인을 위해 1차

보강한 시험체 하부 중앙과 2차 보강한 시험체 하부 중

앙에 각각 복합 변형률 게이지를 부착하였다. 

구조 성능 평가 실험은 2,000 kN 용량의 엑츄에이터

(actuator)를 사용하여 Fig. 6과 같이 3점 휨 실험을 수행

하였다. 휨 성능 평가를 위해 RC 슬래브 중앙부 전 단

면에 하중이 재하되도록 선 하중을 재하하였다. 하중 재

하는 중앙점에서 엑츄에이터를 0.03 mm/sec의 속도로 변

Table 5 Material properties of strengthening materials

Materials
Tensile 
strength
(MPa)

Elastic 
modulus
(MPa)

Elongation
(%)

Thermal expansion
coefficient (1/

o
C)

STPU 49 - 150 10~20×10
-6

CFRP 3,550 235,000 1.5 8.6×10
-6

GFRP 560 25,200 3.3 6.6×10
-6

Table 6 Mixture proportions

W/B

(%)

S/a

(%)

Unit weight (kg/m
3
)

W C FA S G Admixture

44.6 46.6 171 345 38 807 955 2.3Fig. 4 Composition of pull of test 

Fig. 5 Dimension and details of test speci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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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제어를 실시하였다. 또한 작용 하중에 대한 처짐을 측

정하기 위해 시험체 중앙부 하단에 변위계(LVDT)를 설

치하였으며, 실험은 시험체가 파괴 될 때까지 진행하였다.

3.4 STPU와 섬유 시트의 도포 및 부착

개발된 STPU는 액상형의 주제(prepolymer)와 경화제

(hardener)로 구성되며, 반응기에서 65~70
o
C로 가열한 상

태에서 사용하였다. 가열된 STPU는 폴리우레아 전용 장

비의 고압 분사 장치를 통하여 주제와 경화제가 각각 분

사되어 순간적으로 충돌·혼합하여 STPU가 응고되며 탄

성 피막체를 형성한다. 섬유 시트의 부착은 시험체의 표

면처리 후 부착 성능을 높이기 위해 프라이머를 도포하

여 건조시켰다. 시험체에 에폭시 레진을 도포(하도)한 후

섬유 시트를 접착하여 기포 제거 및 함침 공정을 실시

하였다. 그 후 섬유 시트 위에 다시 에폭시 레진을 충분

히 함침 되도록 도포(상도)하였다. 사용된 에폭시 레진은

섬유 시트를 부착할 당시 온도를 고려하여 인장강도와

압축강도가 각각 55 MPa, 110 MPa을 나타내는 표준 제

품으로 사용하였다. Fig. 7에는 STPU와 섬유 시트를 시

험체에 도포·부착하는 모습이다.

 

4. 실험 결과 및 분석

4.1 부착 성능 평가

Fig. 8에서와 같이 부착력 시험기를 통해 pull off test

를 수행한 결과 2.52~5.93 MPa로 나타났다. 측정된 결과

값은 KS F 4921(콘크리트용 에폭시 수지계 방수·방식

재)에서 규정하는 합격 기준 강도인 1.5 MPa을 넘는 결

과 값으로 부착 성능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STPU와 섬유 시트의 보강 순서를 변화시켜 제작한 모

든 시험체에서 보강 재료의 분리는 일어나지 않았으며,

콘크리트 모재와의 파괴가 일어나는 것을 Fig. 9에서 같

이 확인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사용한 STPU와 섬

유 시트를 적층하여 구조물에 보강할 경우 일체 거동을

할 것으로 기대되며, 구조 성능 평가에서 보강 성능을 향

상시키는데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Table 7

에는 이 연구에서 수행한 pull off test에서 측정된 결과

값을 정리하여 나타내었다.

4.2 균열 및 파괴 형상

시험체의 균열 및 파괴 형상을 파악하기 위해 파괴 시

Fig. 7 Spraying STPU and attaching FRP sheet

Fig. 8 Pull off testing

Fig. 9 Failure mode

Fig. 6 Test setup for flexural capacity

Table 7 Bond strength test results

Type
Ultimate load

(N)

Bonded area

(mm
2
)

Bond strength

(MPa)

STPU_3 9,487

1,600

5.93

CFRP 4,026 2.52

CP3 4,229 2.64

P3C 8,968 5.61

GFRP 4,125 2.58

GP3 4,088 2.56

P3G 9,142 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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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 하중을 재하하여 균열 진전 형상을 고찰하였으며,

Fig. 10에는 이 연구에서 휨 성능을 평가한 모든 시험체

의 파괴 형상과 균열도를 나타내었다. 초기 균열은 모든

시험체가 하부 중앙에서 비슷하게 나타났다. 무보강 시

험체는 초기 균열 이후 하중이 증가함에 따라 철근의 항

복에 의한 휨 파괴 거동이 나타났다.

STPU를 3 mm 도포한 STPU_3 시험체는 하중이 증가

함에 따라 새로운 미세 균열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균열의 분포가 광범위하게 나타나며 안정적인 휨

파괴 형상을 보였다. 섬유 시트만으로 보강한 CFRP, GFRP

시험체는 재하점에서 가까운 위치에서부터 섬유 시트의

계면 박리 및 탈락이 발생하였으며, 하중이 증가할수록

중앙 하부에서부터 시험체 지점 방향으로 박리가 진행되

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박리가 지점 부분까지 진행

되면서도 시험체와 섬유 시트의 완전한 탈락은 발생하지

않았으며, 하중 증가는 없었지만 변위는 점차적으로 증

가하는 연성적인 거동을 나타내었다.

STPU를 3 mm로 0.9 L 만큼 도포 후 섬유 시트를 부

착하여 제작한 P3C_0.9 L 시험체와 P3G_0.9L 시험체는 모

두 단부에서부터 섬유 시트의 계면 탈락이 발생하였다.

그러나 STPU는 시험체와 탈락하지 않았으며, 하중이 증

가할수록 최대 모멘트 지점인 중앙부 하부의 STPU가 파

단되는 파괴 형상을 보였다. 

STPU를 전단면에 도포한 후 섬유 시트를 부착한 시험

체는 하중이 증가할수록 섬유 시트의 높은 강성이 STPU

의 변형을 구속시켜 균열의 분포가 광범위하지 않고 재

하점에서 가까운 곳에 밀집되는 현상을 보이며 보강재의

탈락으로 인한 급작스런 파괴 형상을 나타내었다. 섬유

시트를 부착한 후 STPU를 도포한 시험체는 하중이 증

가할수록 중앙 하부에서 다수의 휨 균열이 발생하였으며,

경간을 따라 단부로 분산되며 균열이 진행되는 파괴 형

상을 나타내었다.

4.3 보강 순서에 따른 휨 성능 평가 및 연성지수 평가

STPU와 섬유 시트를 적층하여 보강한 시험체의 지간

중앙에서 LVDT에 측정된 처짐량을 비교하여 Figs. 11~13

에 나타내었으며, Table 8에는 이 연구에서 측정한 모든

시험체의 휨 성능 평가 결과를 정리하여 나타내었다.

초기 균열 하중은 시험체 하부에 부착한 복합 게이지

의 변형률 데이터로 확인하였으며, 항복하중은 인장 철

근의 하부에 부착한 철근 게이지의 항복 변형률로 확인

하였다. 극한하중은 LVDT에 의해 측정된 하중-처짐 곡

선의 최대하중으로 산정하였으며, 항복하중에 대한 파괴

하중시의 처짐으로 연성지수를 평가하였다.

Fig. 10 Failure mode of slab specimens

Fig. 11 Load-displacement curves by reinforced materials

Fig. 12 Load-displacement curves by reinforced leng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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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시험체는 초기 균열이 발생하는 하중까지 처짐은

선형으로 증가하였으며, 이후 처짐량은 비선형으로 증가

하며 극한하중까지 도달하였다. 모든 시험체의 초기 균

열하중은 22.2~37.6 kN으로써 시험체 별로 크게 차이가

나타는 것을 확인하였다. 무보강 시험체의 균열하중은

22.2 kN으로 최소 균열하중을 나타내었으며, GFRP 시험

체의 균열하중은 37.6 kN으로 최대 균열하중을 나타내었

다. STPU를 3 mm 도포하여 보강한 STPU_3 시험체의

균열하중은 30.2 kN으로 섬유 시트만으로 보강한 CFRP,

GFRP 시험체보다는 다소 낮은 하중에서 초기 균열이 발

생하였다. 그러나 STPU의 인장강도로 인해 무보강 시험

체보다는 균열 저항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STPU와

섬유 시트를 적층하여 보강한 시험체는 33.6~36.2 kN에

서 초기 균열이 발생하였으며, 섬유 시트를 부착한 후

STPU를 도포한 GP3 시험체가 가장 높은 36.2 kN의 균열

하중을 나타내었다. STPU와 섬유 시트를 순경간의 0.9 L

만큼 도포·부착한 P3C_0.9 L, P3G_0.9 L 시험체의 초기

균열 하중은 전단면에 STPU를 도포한 후 섬유 시트를

부착한 P3C, P3G 시험체와 비슷한 균열 하중을 나타내

어 STPU를 도포한 후 섬유 시트를 부착하여 보강한 시

험체와의 단부 구속 효과에 의한 초기 균열 하중의 연

관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항복 하중은 무보강 시험체가 88.6 kN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STPU를 3 mm 도포한 STPU_3 시험체는 무

보강 시험체보다 113% 증가한 100.4 kN으로 나타났다.

전단면에 STPU와 섬유 시트를 적층하여 보강한 시험체

의 항복 하중은 121~127.4 kN으로 나타나 섬유 시트만으

로 보강한 CFRP, GFRP 시험체보다는 약간 낮은 항복

강도를 보였다. P3C_0.9 L 시험체와 P3G_0.9 L 시험체의

항복하중은 각각 119.4 kN과 121.4 kN으로 초기 균열 하

중의 결과 값과 동일하게 P3C, P3G 시험체와 비슷한 결

과 값을 나타내었다. 따라서, 보강재의 보강 순서가 STPU

를 도포한 후 섬유 시트를 보강한 시험체의 보강 성능

평가에서는 항복 하중이 발생 구간까지는 단부 구속이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을 확인하였다.

보강 순서에 따른 최대 하중과 연성지수를 측정한 결과

무보강 시험체의 최대 하중과 연성지수는 각각 129.2 kN

과 5.61로 나타났다. STPU_3 시험체는 무보강 시험체보

다 최대 하중과 연성지수가 각각 111%와 223% 이상 향

상된 143.0 kN과 12.52로 나타났지만 섬유 시트만으로 보

강된 CFRP, GFRP 시험체보다는 낮은 최대 하중을 나타

내고 있어 PU의 구성 요소와 조성비를 변화시켜 개발한

STPU의 강성 증진 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연성지수는 무보강 시험체와 섬유 시트만으로 보

강한 시험체에 비해 200%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또한, CFRP, GFRP 시험체의 단부가 구속된 것을 고

려한다면 연성 거동의 효과는 더욱 향상될 것으로 판단된

다. P3C_0.9 L, P3G_0.9 L 시험체의 최대 하중은 140.8 kN

과 144.5 kN을 나타내었으며, 연성지수는 1.89와 1.78로

나타났다. 이는 전단면에 STPU를 도포한 후 섬유 시트

를 부착한 시험체보다 낮은 최대 하중과 연성지수이며,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이유는 P3C, P3G 시험체는 지점

부가 구속되어 있어 보강재의 탈락이 지연되며 최대 하

Fig. 13 Load-displacement curves by reinforcement retrofitting

Table 8 Summary of test results 

Specimen

Initial cracking Yielding point Ultimate point
Maximum

displacement

(mm)

Ductility

index
Load

(kN)

Displacement

(mm)

Load

(kN)

Displacement

(mm)

Load

(kN)

Displacement

(mm)

Control 22.2 0.84 88.6 5.02 129.2 26.34 28.16 5.61

STPU_3 30.2 1.10 100.4 5.08 143.0 44.69 63.61 12.52

CFRP 36.8 1.19 128.6 5.70 162.5 34.94 35.18 6.17

P3C_0.9 L 34.2 1.11 119.4 5.41 140.8 6.57 10.22 1.89

P3C 33.6 1.23 120.2 5.80 153.5 17.36 18.30 3.16

CP3 35.8 1.19 123.4 6.08 164.6 18.48 46.82 7.70

GFRP 37.6 1.45 135.8 6.51 157.9 36.57 37.01 5.69

P3G_0.9 L 32.4 1.01 121.4 5.79 144.5 7.20 10.32 1.78

P3G 35.2 1.21 121.0 5.57 154.0 19.85 21.10 3.79

GP3 36.2 1.89 127.4 6.13 166.4 19.54 61.63 10.05

δ
u

δ
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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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과 연성 거동의 효과가 향상된 것으로 판단된다. STPU

와 섬유 시트를 적층하여 보강한 시험체 중에서는 GP3

시험체의 최대 하중과 연성지수가 각각 166.4 kN과 10.05

로 가장 높게 측정되었다. P3C, P3G 시험체의 최대 하

중과 연성지수는 153.5 kN, 154.0 kN과 3.16, 3.79로 나타

나 섬유 시트를 부착한 후 STPU를 보강한 시험체보다

보강 성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단면에 STPU

를 도포한 후 섬유 시트를 부착한 시험체는 섬유 시트

의 높은 강성으로 인해 STPU가 변형되는 것을 억제하

고 있어 응력이 집중되는 현상을 발생시키며 급작스런

파괴가 나타났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에 섬유

시트를 부착한 후 STPU를 도포한 시험체는 섬유 시트

가 내부에서 강성을 향상시켜 주어 하중 저항 능력을 높

여주고, 외부에서 STPU의 높은 신장률과 부착 성능으로

인해 섬유 시트와 같이 변형하며 탈락을 지연시켜 콘크

리트에 발생하는 집중 응력을 분산시켜 주기 때문에 하

중 저항 성능과 변위만 증가하는 연성 거동의 효과를 향

상시킨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개발된 STPU를 섬유 시트와 적

층하여 구조물에 보강할 경우에는 섬유 시트로 보강을

한 후 STPU를 외부에 도포하여 보강하는 것이 가장 우

수한 보강 성능의 향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나타났다.

5. 결 론

이 연구에서는 경질형 폴리우레아의 개발과 개발된 경

질형 폴리우레아를 현재 구조물의 보강재로 사용되고 있

는 섬유 시트와 적층하여 보강하였을 때 보강 순서에 따

른 성능을 확인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1) 이 연구에서는 주제와 경화제의 구성 성분과 혼합

량을 변화시켜 경질형 폴리우레아를 개발하였다. 경

질형 폴리우레아는 기존에 보강재로 적용되었던 연

질형 폴리우레아보다 경화 시간의 지연과 신장률의

저하를 나타내었지만 반응 시간의 조절로 부착 성

능은 유지시키며 경도와 인장강도, 충격 강도를 향

상시켜 구조물의 보강재로 사용하기에 적절한 성능

을 나타내었다.

2) 경질형 폴리우레아의 부착 성능을 평가한 결과 콘

크리트와 탈락이 발생하였으며, 보강 순서를 변화

시킨 시험체의 부착 성능 평가 결과에서도 섬유 시

트와 탈락하지 않고 콘크리트와 탈락하는 것으로

나타나 개발된 경질형 폴리우레아를 섬유 시트와

적층하여 보강하여도 부착 성능의 저하로 인한 보

강 효과의 성능 저하는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판단

된다.

3) 경질형 폴리우레아만으로 보강한 시험체의 파괴 형

상은 안정적인 휨 파괴가 나타났지만 전단면에 경

질형 폴리우레아를 도포한 후 섬유 시트를 부착한

시험체는 콘크리트와 경질형 폴리우레아의 변형을

섬유 시트가 구속시켜 하중이 증가함에 따라 응력

이 한곳에 집중되어 급작스런 파괴를 나타내는 것

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섬유 시트를 부착한 후 경

질형 폴리우레아를 도포한 시험체는 경질형 폴리우

레아만으로 보강한 시험체와 마찬가지로 안정적인

휨 파괴 거동을 나타내었으며, 파괴 이후에도 섬유

시트와 경질형 폴리우레아와의 계면 탈락은 발생하

지 않았다. 

4) 경질형 폴리우레를 구조물의 보강재로 사용하기 위

한 성능 검증 시험을 실시한 결과, 경질형 폴리우

레아만으로 보강된 시험체는 무보강 시험체에 비해

최대 하중과 연성지수가 각각 110%, 220% 이상 증

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보강 순서에 따른 시험

체의 보강 성능을 평가한 결과 섬유 시트를 부착한

후 외부에 경질형 폴리우레아를 도포한 시험체가

우수한 보강 성능을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5) 현재 구조물의 보강재로 사용되고 있는 섬유 시트

와 경질형 폴리우레아를 적층하여 보강할 경우에는

섬유 시트를 부착한 후 외부에 경질형 폴리우레아

를 도포하는 방법으로 이중 보강을 실시한다면 섬

유 시트의 문제점으로 나타나는 조기 탈락이나 외

부 환경 손상의 취약성에 저항할 수 있어 섬유 시

트로 인한 강성 증진과 경질형 폴리우레아에 의한

강성과 연성의 증진 효과가 나타나 보강 성능이 더

욱 향상 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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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국내에서는 고분자 화합물인 폴리우레아를 이용하여 보강 성능의 향상을 위한 연질형 폴리우레아를 개

발하여 구조물에 적용하였지만 보강 성능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폴리우레아를 구조물의 보

강재로 사용하기 위하여 연질형 폴리우레아의 구성 요소를 변화시켜 경질형 폴리우레아를 개발하였다. 개발된 경질형

폴리우레아는 연질형 폴리우레아에 비해 경도와 인장강도가 향상된 성능을 나타내었다. 경질형 폴리우레아를 일반 구

조물의 보강재로 사용하기 위하여 RC 슬래브 시험체를 제작하여 보강 성능을 평가하였으며, 현재 보강재로 사용되는

섬유 시트와 적층하여 보강한 후 성능을 평가하였다. 실험 결과 경질형 폴리우레아만으로 보강한 시험체가 무보강 시

험체보다 우수한 강성 증진 효과와 연성 증진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섬유 시트를 부착한 후 경질형

폴리우레아를 외부에 도포하여 보강한 시험체는 섬유 시트만으로 보강한 시험체보다 보강 성능이 매우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경질형 폴리우레아를 도포한 후 섬유 시트를 부착한 시험체는 경질형 폴리우레아의 변형을 강성이 높

은 섬유 시트가 억제하여 하중이 가해지며 생기는 응력이 한곳에 집중되어 취성적인 파괴 거동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핵심용어 :경질형 폴리우레아, 보강 재료, 슬래브, 휨 성능, 보강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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