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판 보강 공법

1. 자

재

① 구조용 강재 : 구조용 강판은 형상이 바르고 라미네이션, 수소균열등의 유해한 내부
결함이 없는 것으로 하고, 내부면에 다수의 원형타공이 형성된 앵글
이 결합된 구조로서, 모든 부재의 규격은 보강도면에 명시된 KS규격
품(강판재: KS D3503에 SS-400 )으로 시공 한다.
② 앵커 볼트 : 요구하는 하중을 안전하게 지지할 수 있도록 케미컬을 주입하여 안정된
인발력을 지닐 수 있는 규격품으로 한다.
③ 피복아아크 용접봉 : 피복아아크 용접봉은 KS D 7006 고장력강용 피복 아아크 용접
봉을 사용한다.
④ 고강도 무수축 그라우트
구조용 강판과 콘크리트 구조체의 접착시 사용될 고강도 무수축 그라우트는 다음
규격 및 물성에 부합하는 제품 및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 그라우트작업은 염화물이 없는 폴리머무수축 몰탈 완제품으로, 현장에서는 물만
첨가해서 사용해 브리딩과 재료분리가 일어나서는 안된다.
- 물성조건(MG-500)
구

분

규

격

압축강도

500kg/㎡ 이상

흐 름 성

150% 이상

응결시간

종결 7시간 이상

블리딩율

0.0% 이상

팽 창 율

0.04~0.06% 이상

⑤ 녹막이 페인트 : 철재의 노출되는 표면에 칠하는 산화방지용 녹막이도료 KS M
5311-2종이나 그 이상의 것으로 한다.
1) KS M 5311-2종 광명단 조합 페인트
2) KS M 5319-2종 도료용 희석제

⑤ 재료 구입, 반입 및 보관
1) 구조용 강판
- 강판은 심한 녹, 표면손상등의 유해한 표면결함, 휨, 비틀림 등의 변형이 없는 것.
- 재료는 규격이 다른 것이나 불량품이 혼입되지 않도록 정돈하여 양호한 상태에
서 보관한다.
- 재료는 습기가 없는 곳에 보관하여 공사기간 중 녹발생등이 없도록 하며 반입
및 취급시 기존 구조물에 진동이나 충격이 없도록 한다.
2) 앵커볼트 및 용접봉
- 재료는 종류, 등급, 길이, 제조번호마다 구분하여 비, 먼지등이 부착되지 않고 온
도 변화가 적은 장소에 보관한다.
- 운반, 조임작업에 있어서 볼트류는 나사산등을 손상하지 않도록 한다.
- 용접봉은 항상 건조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관리하고 습도가 높은 곳에서 노출되
는 일이 없도록 하며, 용접봉 피복재가 충격에 벗겨지지 않도록 주의한다.
3) 고강도 무수축그라우트
- 고강도 무수축그라우트는 포장상태로 납품되어져야 하며, 제품명, 제조회사 등
이 명기된 상표가 부착된 밀봉상태로 현장에 반입되어야 한다.
- 재료는 습기가 없는 곳에서 보관하여야 한다.

2. 시

공

① 가설, 양중 및 표면처리
1) 강판이 보강될 부위는 시공에 지장이 없도록 장애물을 제거하고 양중작업을 위한
계획 및 안전조치를 한다.
2) 강판이 부착될 콘크리트면은 구체표면이 나타날 때까지 표면마감재(미장, 도장,
기타 마감재) 및 레이탄스, 거푸집박리제, 기타 오염물질 등을 그라인더로 완벽하
게 제거하여 에폭시 접착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3) 접착부위에 발생되는 균열은 균열보수공법에 의하여 보수하고 표면이

습윤한 상

태에 있는 것은 완전히 건조시킨다.
4) 콘크리트면과 부착될 강판면은 녹 및 기타 이물질을 샌드브라스팅, 핸드그라인더
나동등 이상의 방법에 의해 완벽하게 제거한다.

② 강판, 절단 및 가공
1) 공작일반
별도의 특기시방에 정하는 바가 없는 일반사항은 건설부제정 표준시방서에 준하
며, 시공자는 시공에 임하기전 시공상세도에 따라 현도를 작성한 후 기공에 들어
간다.
2) 절단
- 강판의 절단은 절단면이 정확, 평활하고 뒤틀림, 거침이 없도록 유의하여야 하
며, 정밀도가 확보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그라인더 등으로 수정한다.
- 전단절단을 하는 경우 강판 두께는 13mm이하로 한다.
3) 구멍뚫기
- 구멍뚫기를 해야하는 부재표면에 직각도를 유지하고 정규 위치에 작업해야한
다.
- 강판두께가 13㎜이하일 경우는 전단 구멍 뚫기가 가능하다.
4) 용접
- 모든 부재의 용접은 가용접과 가조임으로 치수, 모양의 정확을 기하고 과도한
구속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 가용접은 최소한도로하며, 용접에 앞서 모재의 용접면과 그 주변은 들뜬스케일,
슬래그, 녹, 기름, 수분 그외 용접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은 제거한다.

③ 앵커볼트설치
1) 앵커볼트 설치는 도면상 명기된 위치에 실시하되 만일 철근이 걸리는 부분은 미
리 철근탐사기로 확인한 후 내력에 지장을 주지 않는 가장근접한 부위에 설치한다.
2) 앵커볼트를 매립하기 위한 천공의 길이나 직경은 사용될 앵커시스템의 기술자료
를 참조하여 실시한다.
3) 케미컬을 주입후 앵커볼트를 매립하고 머리부분은 에폭시(ME-01)로 실링하여 그
라우팅 시 흘러내리지 않도록 밀봉한다.

④ 보강강판 설치
1) 모든 보강 강판의 설치는 정확한 위치에 맞춰 조립하고, 고정 시키기전 수평, 수
직 등을 검사한 후 고정한다.

2) 보강강판 설치시 기존 구조물에 충돌하는 등 영향을 주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한다.

⑤ 고강도 무수축그라우트
1) 그라우트 팽창은 20℃ 기준에서 그라우트제를 혼합 후 20분 이내에 타설해야 충
분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2) 많은 양의 그라우트를 타설해야 할 경우 주입장비를 이용하며 주입한다.
3) 그라우트재는 반드시 연속적으로 주입이 이루어져야 하며, 주입시 충진이 미비한 부
분이 생기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찰을 하여야 한다.

⑥ 녹막이페인트칠 및 마감
1) 녹막이페인트칠은 KS M 5311 2종(광명단 조합페인트) 품질규격에 맞는 제품으로 한다.
2) 강판의 노출부위는 산화방지를 위하여 녹막이칠을 공장1회, 현장1회 시행한다.
3) 필요에 따라 조합페인트, 시멘트몰탈 바르기, 내화 피복뿜칠 등으로 마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