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틀랜드시멘트, 프라이애시, 실리카흄, 잔골재로서 5호 및
득7호의 혼합규사, 내화충전재로서 고강도 중공세라믹체,탄
산칼슘 수산화 알루미늄 특수기성능 첨가제로 분말수지, 
팽창제, 증정제, 수축저감제로 구성되며, 기능성을 강화하는
혼합제를 혼합하여 보수&내화겸용 성능을 강화한 ECC-MOR
100, 균열제어성능을 강화한 ECC-MOR200을 공장에서 
프리믹스 제품으로 미리 혼합하여 25kg/포의 단위로 포장 
생산한다.  

고장력 PVA섬유 및 고장력PE섬유 등 고장력 합성섬유와 
액상감수제 등 기능성 첨가제로 구성된 제품으로 고장력 
합성섬유의 혼입율은 ECC-MOR 100%용적에 대하여 1.6 ~ 
2.0%이며, ECC-MOR 1포에 ECC-RF 1포가 첨가되도록 
계량하여 포장되었다.

 
특수시멘트계 바인더, 마이크로 섬유입자, 구상형 중공세라
믹체, 수축저감재 및 기능성 첨가재로 이루어지며, 소정량의 
물만 혼합하여 사용되는 프리믹스1액형 제품이다. 볼베어링 
작용에 의해 1.0 ~ 3.0mm의 얇은 미장작업이 용이하고, 마이
크로 섬유입자의 가교작용에 의해 수축균열이나 잔갈림에 
대한 저항성이 높으며, 시멘트계 제품이므로 유기계와는 
달리 온냉반복시 모체와의 일체화 거동이 가능하다.

ECC-TOP은 유성 변성 아크릴계 고분자 바인더와 세라믹 성
분이 함유된 1액형 제품이며, 면보수 및 단면보수공사 시 외
부열화인자의 침투방지와 미관개선용으로 사용되는 표면보호
제이다.

아크릴계 에멀젼과 나노실리카 성분이 합성된 1액형 제품으
로, 구체의 연화조직을 충전시켜 강화시키고 보수모르타르
와의 접착력을 증대시키는 구체강화 및 신구접착용 프라이
머로 모체콘크리트의 연화된 조직을 나노실리카 성분이 
충전되어 모체(매트릭스) 표면의 수밀성을 향상시키고, 
강도를 증대시킨다.
또한, 외부열화인자의 침입을 억제하고, 내구성을 향상시키고 
모체와 보수모르타르(ECC-MOR100 ~ 200)와의 부착력을 
증대시켜 일체화가 가능 저점도이고 저오변성이어서 콘크리
트 내부로의 우수한 흡착성을 가지고, 시공이 편리하다.

주성분이 고분자 아크릴 · 스틸렌공중합체인 1액형 액상제품
으로, ECC-MOR 100 ~ 200 및 ECC-SP의 표면 미장마감시 
도포하는 제품으로 보수층 표면(노출면)의 수밀성과 내마모
성등을 증대시키는 피막수밀제이다.
점도가 낮아 도포하기 용이하고, 적당한 유연성을 가지며, 내
오염성이 양호하게 하며, 미장시 볼베어링 효과에 의해 미장
작업이 편리하고 미장 후 표면으로의 섬유돌출을 방지하여 
외관이 미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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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의 특성 및 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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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량의 섬유혼입율(약 2.0 vol.%)에도 불구하고 Filber-ball이 발생하지 않고 미장 및 뿜칠시공이 용이하며, 표면의 마감성이 우수
1회의 시공만으로도 두껍게 시공할 수 있어 시공 시간의 단축이 가능
휨하중 및 직접인장하중 작용 하에서 변형 경화 거동 및 멀티플크랙 특성을 발현하여 균열의 제어 성능 및 분산성이 탁월
인장특성을 고려한 설계 가능 (균열 발생 후에도 지속적인 응력 부담), 즉 보수 및 보강 효과를 동시에 발현
진동 및 피로하중이 작용하여도 우수한 에너지 흡수능력으로 박리/박락의 우려가 없음 (섬유의 가교작용)
보수 보강 후 모체에 유해균열이 발생하여도 마이크로크랙으로 분산시켜 열화인자의 침입 및 철근의 재부식 방지

노후된 철근콘크리트(RC)구조물의 리해빌리테이션 시장이 급격히 확대됨에 따라 유지보수기술의 고도화가 요구되고 있다. 특히,
보수/보강을 실시한 구조물이 공용 후 수 년 내에 재균열, 들뜸, 박리/박락 및 철근의 재부식 등 다양한 재열화 현상이 자주 발생
되고 있어 보다 내구성 및 균열제어 성능이 우수한 새로운 보수/보강재료 및 공법의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주)피엔알시스템에서는 보수시공 후 철근부식이 재발된 경우에도 우수한 균열제어성능(멀티플크랙: Multiple crack)에 의해
유해균열을 무해한 마이크로크랙으로 분산시켜, H2O, Co2 및 CI-등 열화인자의 침입을 방지할 수 있는 변형경화형 시멘트 복합체
(ECC)를 활용한 RC구조물의 보수/보강재료인 <ECC-모르터>를 개발하여 시판하고 있다.

[ RC구조물의 열화사례 ] [ 보수공사 후 재열화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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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철근의 부식형태

[ ECC-모르터와 기존 보수보강용 모르터의 물성 비교표 ]

특  허
ECC-

내화보수공법

ECC-MOR 

ECC-SP

ECC-SU

ECC-TOP

ECC-RF 

ECC-PR 

1. 고인성 폴리머시멘트 모르터 (ECC-MOR)

3. 구체강화 및 신구접착제 (ECC-PR)

5. 피막수밀제 (ECC-SU)

제품의 구성 및 제조

[ 고인성 내화모르터 조성물과 이를 이용한 콘크리트 구조물의 내화피복 보수공법 ]

ECC - 보수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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