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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프로필렌 섬유를 보강한 고로시멘트 콘크리트의 물리․역학적 특성

Physical and Mechanical Properties of Blast Furnace Cement Concrete with Polypropylene Fiber

전형순*,†

Jun, Hyung Soon

ABSTRACT
This study will not only prove experimental dynamic properties which are classified to slump, compressed strength, bending 

strength and toughness index blast-furnace cement concrete with polypropylene (PP) fiber that refer properties and volume of it, but 
also establish a basic data in order to use PP fiber reinforced blast-furnace cement concrete. The slump didn't changed by PP fiber 
volume 5 kgf/m³ because of flexibility of fiber in despite of loose mixing. The reason why the slump decreased steadily by PP 
fiber volume 3 kgf/m³ was rising contact surface of water. The compressed strength indicated a range of 19.49∼26.32 MPa. The 
tensile strength indicated a range of 2.10∼2.44 MPa. The bending strength was stronger about 3∼16 % in case of mixing with PP 
fiber volume than normal concrete. The flexure strength indicated a range of 4.30∼4.83 MPa. The toughness indicated a range of 0
∼19.88 N ․mm and was stronger about 6.7 times in case of PP fiber volume 9 kg/m³ than PP fiber volume 1 kg/m³. The pavement 
with PP fiber volume over such a fixed quantity in the roads of a respectable amount load can have a effect to prevent not only 
resistance against clack but also rip off fail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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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취성재료인 콘크리트를 비롯한 대부분의 시멘트계 재료는 장

점인 우수한 압축강도에 비해 단점인 낮은 인장강도를 가지고 있

으며, 인장균열 발생 이후 대부분의 인장성능을 상실하는 취성적

인 인장 거동을 보인다. 이러한 취성 거동을 보완하기 위하여 콘

크리트에 섬유를 혼입한 섬유보강 콘크리트에 대한 실험 및 이

론 연구가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진행되어 왔다. 

콘크리트 구조물에 섬유를 보강시키면 균열 발생을 억제함은 

물론 균열발전 후에도 균열 폭을 억제함으로써 하중전달능력을 

향상시키는데 효과가 있어 일반적인 콘크리트보다 사용성 및 극

한 상태에서 우수한 성능을 갖고 있다 (Bernhard, 1995). 보강 

섬유가 적용되는 주요 이유는 와이어 매쉬의 설치 곤란, 와이어 

매쉬를 사용함에 따른 재료 및 시공가격 상승에 따른 경제성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다 (Won et al, 2002). 건설 및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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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공사시 매우 협소한 지역에서의 철근 배근과 와이어 매쉬의 

설치 곤란에 따른 공사기간의 연장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

하여 섬유보강 콘크리트의 적용이 검토되고 있다 (Heere, 1996; 

Mirza, 1991; McDonald, 2000). 캐나다의 경우 수로구조물에 

균열방지 및 성능 향상을 위하여 강섬유보강 콘크리트가 적용되

었다 (Heere, 1996). 강섬유보강 콘크리트는 휨인성 등을 향상

시켜 구조적인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재료로 수축균열 뿐만 

아니라 구조적인 균열의 발생 및 성장을 제어할 수 있는 구조용 

섬유로서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Armelin et al., 1997; Chern 

et al., 1990).

현재 포장용 콘크리트에 건조수축균열 예방용으로 와이어 메

쉬를 대부분 사용하고 있으나 농 ․어촌 및 산악지역 등 접근성이 

떨어지는 곳은 무거워 운반이 어렵고, 부식이 발생하며, 가공 조

립 시 안전에 주의해야 한다. 그래서 가볍고 사용하기 편한 막대

형 폴리프로필렌 (Polypropylene, 이하 PP로 표기) 섬유를 포장

용 콘크리트에 적용시키기 위하여 물리 ․역학적 특성 연구가 필

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농 ․어촌 경작로의 균열방지와 휨강도 증진

에 기여하고자 PP 섬유의 물리적 특성 및 혼입량을 참고로 하여 

PP 섬유를 고로슬래그 시멘트 콘크리트에 혼입하였을 경우 나타

나는 슬럼프 시험, 압축강도, 인장강도, 휨강도와 인성지수의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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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Physical properties of Sand

Specific gravity
Gravel maximum size 

(mm)

Sieve analysis ratio (Unit : kg/m³) Fineness

modulus 10 mm 5 mm 2.5 mm 1.2 mm 0.6 mm 0.3 mm 0.15 mm

2.63 10 2630 2591 2335 1670 823 329 55 3.06

Table 2 Physical properties of coarse aggregate

Specific gravity
Gravel maximum size

(mm)

Sieve analysis ratio (Unit : kg/m³) Fineness

modulus 40 mm 25 mm 20 mm 13 mm 10 mm 5 mm 2.5 mm

2.65 40 2650 2602 2287 1470 665 19 5 6.88

성을 구명하여 PP 섬유보강 고로슬래그 시멘트 콘크리트의 활용

에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II. 사용재료 및 실험방법

1. 사용재료

가. 잔골재

잔골재는 순천시 승주 지방에서 채취된 모래를 사용하였으며, 

Fig. 1 Gradation curve of sand

Fig. 2 Gradation curve of gravel

그 물리적 성질은 Table 1과 같다. 조립율은 각 표준체의 가적 

잔유율을 이용하여 계산하였는데, 조립률이 3.06로서 잔골재 조

립률 범위 2.3∼3.1 사이에 있으므로 콘크리트 배합에 사용하는

데 적합하다. Fig. 1은 잔골재의 입도분포도이다.

나. 굵은 골재

굵은 골재는 순천시 서면 지방에서 생산된 쇄석 자갈을 사용

하였으며, 그 물리적 성질은 Table 2와 같다. 굵은 골재의 조립

률은 각 표준체의 가적 잔유율을 이용하여 계산하였는데, 조립률

이 6.88로써 굵은 골재 조립률 6∼8 사이에 있으므로 콘크리트 

배합에 사용하는데 적합하였다. Fig. 2는 굵은 골재 입도분포도

이다.

다. 시멘트

본 연구에 사용된 시멘트는 국내 H사에서 생산되어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고로슬래그시멘트를 사용하였으며, 그 화학적 성

분 및 물리적 성질은 Table 3과 같다.

라. 폴리프로필렌 섬유

콘크리트의 균열방지와 휨강도 증진을 위해 국내 R회사 제

품의 막대형 PP 섬유를 사용하였으며, 섬유의 물리적 특성은 

Table 4와 같고 Fig. 3은 콘크리트에 혼입한 폴리프로필렌 사

진이다.

Table 3 Chemical composition and physical properties of 
Blast furnace cement (Unit : kg/m3)

CaO SiO₂ Al₂O₃ Fe₂O₃ MgO SO₃ Loss on

ignition

Specific 

gravity

Fineness 

(cm²/g)

1201 1014 501 20 95 0.87 0.29 2.90 4,900

Table 4 Physical properties of polypropylene fiber
Density

(kg/m³)

Length

(mm)

Modulus of elasticity

(kN/mm²)

Melt point 

(℃)

Tensile

strength

0.91 45 5.83 160∼165 330 N/mm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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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Mix design of blast furnace cement concrete reinforced polypropylene fiber (Unit : kg/m3)

Mix type
Gravel maximum size

(mm)

Entrained air

(%)

Water-Cement ratio 

W/C (%)

Sand percentage 

S/a (%)

Unit (kg/m³)

Water

W

Cement

C

Sand

S

Gravel

G

Admixture

(%)

BCP 1

40 1.5 50 41 175 350 745 1093

0.00 

BCP 2 0.09

BCP 3 0.27

BCP 4 0.45

BCP 5 0.64

BCP 6 0.82

* BCP : Blast furnace cement concrete mixed with polypropylene fiber

Fig. 3 Polypropylene fiber

2. 콘크리트 배합

콘크리트의 배합은 섬유보강 콘크리트의 다짐과 편의성을 판단

하여 잔골재는 표면건조 포화상태의 것을, 굵은 골재는 표면건조 

포화상태의 것을 사용하였으며, 적절한 강도와 내구성 및 경제성

이 있도록 잔골재, 굵은 골재, 시멘트에 폴리프로필렌 섬유의 양

을 6종류로 변화하여 배합하였다. 잔골재, 굵은 골재 및 시멘트

를 잘 혼합하고 막대형 폴리프로필렌 섬유를 혼입 하였다. 그 다

음 물을 첨가하여 잘 섞었으며, PP 섬유를 혼입한 콘크리트의 

역학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한 배합설계는 Table 5와 같다.

3. 시험방법

시험은 KS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 실시하였으며, 3회 반복 시

험한 것의 평균값을 실험 결과 치로 하였다.

가. 슬럼프시험은 KS F 2402에 준하여, 각 배합의 W/C비는 

동일하게 한 후 윗면 ø 100 mm, 밑면 ø 200 mm, 높이 300 

mm의 원뿔형 강재몰드를 이용하여 시험을 수행하였으며, 다짐

봉은 지름 16 mm, 길이 500 mm인 강봉을 사용하였다. 몰드 속

에 용적으로 3회로 나누어 넣고 다짐봉으로 각각 25회씩 균일하

게 다진 다음 몰드를 천천히 수직으로 들어올린다. 이 때 300 

mm 높이의 콘크리트가 가라앉은 값을 구하였다.

나. 압축강도시험의 시험편제작에는 ø 10 cm×20 cm의 원형 

강재몰드가 사용하였으며, 콘크리트의 품질을 알아보기 위해 재

령 28일 수중양생한 공시체를 시험하기 직전에 물에서 꺼내어 KS 

F 2405에 준해 U.T.M (100 ton)을 이용하여 시험을 수행하였

다. 하중은 가압면의 중심과 공시체의 중심이 일치되도록 하여 

응력의 증가분이 매 초 0.15-0.34 MPa 정도가 되게 일정한 속

도로 공시체가 파괴점에 이를 때까지 하중을 가압하였다. 공시체

의 단면적은 길이 쪽으로 3등분 하여 정밀도 0.25 mm까지 측정

한 지름을 평균하여 산출하였다.

다. 인장강도시험의 시험편 제작은 압축강도시험과 동일한 원

형 강재몰드로 사용하였으며, 재령28일 수중양생 후 KS F 2423

에 준해 U.T.M (100 ton)을 이용하여 시험을 수행하였다. 하중

은 가압면의 중심과 공시체의 중심이 일치되도록 하여 편심이 생

기지 않도록 응력의 증가분이 매 분 0.49-0.98 MPa 정도가 되

게 일정한 속도로 공시체가 파괴점에 이를 때까지 하중을 가압

하였다. 공시체의 지름은 양단부 근처와 중앙부 3곳의 지름을 정

밀도 0.2 mm까지 측정하고, 공시체의 길이는 2개소 이상을 정

밀도 2 mm까지 측정하여 평균하여 산출하였다. 

라. 휨강도시험의 시험편 제작에는 15 cm×15 cm×55 cm의 

강재 몰드가 사용되었다. 콘크리트의 휨강도 특성을 파악하기 위

해 재령 28일 수중양생한 공시체를 실험 직전에 물에서 꺼내어 

KS F 2408에 준하여 단순보 중앙집중하중법으로 수행하였다.

파괴실험시 하중은 지간의 중앙에 작용하게 하고 재하면 과는 

수직으로 가압하였으며, 응력의 증가분이 매 분 0.06±0.04 MPa/

초를 초과하지 않고 충격과 편심이 생기지 않게 일정한 속도로 

파괴될 때까지 하중을 가하였다.

마. 콘크리트 인성시험은 휨강도 시험용 몰드를 이용하여 만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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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cm×15 cm×15 cm의 공시체를 이용하였다. 사용시험 기기

는 U.T.M (100 ton)과 로드셀 및 LVDT를 이용하였으며 휨강도 

시험과 같은 방법으로 공시체 중앙 점의 처짐을 구하고 이를 이

용해 하중-변위를 작성하여 인성지수를 비교 평가해 보았다.

III. 결과 및 고찰

1. 슬럼프 

PP 섬유 혼입이 콘크리트의 워커빌리티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

보기 위해 슬럼프 시험을 수행하였는데, 그 결과는 Table 6과 

같이 섬유 혼입량에 따른 슬럼프는 0.9∼3.5 cm의 범위로 나타

났다. 섬유의 혼입량이 5 kg/m³까지는 슬럼프 값의 변화가 없으

나 7 kg/m³ 부터는 저하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결과는 Sung 

and Noh. (2004)에서 섬유 혼입량이 0.6 %일 때 슬럼프가 감소

를 보였고, 슬럼프는 섬유의 혼입량이 증가함에 따라 급격히 저

하된 결과와 같았고, 섬유의 체적비가 증가할수록 콘크리트의 슬

럼프는 감소한다 (Yang and O, 2008)는 연구 결과와 유사하였

다. 섬유의 혼입량이 5 kg/m³까지 변화가 없는 것은 된 비빔 때

문 일수도 있으나 묽은 반죽이라도 섬유의 딱딱하지 않고 부드

러운 성질이 크기 때문이라고 판단되었고, PP 섬유 혼입량 7 

kg/m³부터 저하되는 것은 섬유량의 증가에 따른 물과의 저촉이 

떨어진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섬유의 길이는 콘크리트 구조물에 주어지는 응집력의 정

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섬유의 길이가 증가함에 따라 총 

응집력도 증가하게 되는데 반해 혼합 시 슬럼프가 줄어드는 (Ha, 

2002) 기존의 연구와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었다.

2. 압축강도

PP 섬유 혼입량과 압축강도와의 관계를 분석해 보았는데, 그 

결과는 Table 6과 Fig. 3을 보는 바와 같이 압축강도가 19.49

∼26.32 MPa의 범위로 섬유의 혼입량이 증가 할수록 감소한 

Table 6 Test results of blast furnace cement concrete with 
polypropylene fiber

Mix 

type

Slump

(cm)

Compressive 

strength

(MPa)

Tensile

strength

(MPa)

Flexural

strength

(MPa)

Toughness

Index

(N ․ mm)

BCP 1 3.5 26.32 2.10 4.77 0

BCP 2 3.2 26.13 2.16 4.68 2.98

BCP 3 3.5 25.65 2.23 4.83 5.52

BCP 4 3.4 25.69 2.28 4.73 11.52

BCP 5 1.7 23.43 2.37 4.48 15.89

BCP 6 0.9 19.49 2.44 4.30 19.88

것을 알 수 있었다. 섬유 혼입량의 증가에 따라 최대하중 도달 

이후 시편의 일부가 분리되어 떨어지는 현상이 현저히 감소하였

다. 또한, 섬유를 혼입하지 않은 경우와 섬유를 혼입한 경우에는 

PP 섬유 혼입량 5 kg/m³까지는 압축강도에 큰 영향이 없다. 여

기까지는 Cheong et al. (2008)의 시험결과처럼 낮은 혼입율로 

인한 압축강도의 영향은 콘크리트 모체의 영향이 더 크기 때문

에 섬유의 혼입으로 인한 압축강도의 영향이 미비하여 압축강도

의 변화는 크지 않았다고 하였고, 섬유 첨가량이 콘크리트의 압

축강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아직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하였다 (Li, 2002). 그러나 PP 섬유 혼입량 7 kg/m³ 부터는 강

도가 저하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Kim et al. (2008)은 섬

유보강 저회 혼합 경량토에서 단섬유의 최적혼입율을 0.5 %로 

제안 하였으며, 섬유 혼입율이 0.5 %를 초과하는 경우 섬유재 

자체의 엉킴에 의해서 맞물림 효과가 감소하게 되고, 섬유재와 

섬유재 사이의 마찰력이 전체 거동을 지배하여 상대적으로 마찰

력과 저항력이 감소하게 되어 강도가 감소한다는 연구결과와 유

사하다. 이는 공시체 파괴면 에 섬유가 PP 섬유 혼입량 5 kg/m³ 

까지는 콘크리트 파괴에 대한 저항성 발생하나, PP 섬유 혼입량 

7 kg/m³ 부터는 콘크리트와 PP섬유의 결합이 현저히 떨어져 강

도가 저하되고 과다한 섬유의 혼입은 오히려 압축강도를 저해하

는 요인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ACI 위원회 에서는 섬유의 일정

량의 혼입은 압축강도에 극히 적은 영향을 미칠 뿐이며 강도가 

조금 증가하거나 오히려 감소한다 (ACI, 1988)고 하여 기존의 

연구와도 크게 틀리지 않은 경향을 나타내었다. 한편 Won and 

Park. (2006)은 섬유체적비 및 부착강도의 증가는 횡인장 변형

률에 대한 저항성을 증가시켜 콘크리트 압축강도 증가에 기여한

다. 반면 콘크리트 최대 압축응력 시 하중방향을 따라 발생하는 

미세균열들은 긴 섬유보다는 짧은 섬유에 의해 효과적으로 제어

되므로 섬유길이가 짧을수록 압축강도 증가에 유리하다고 하였

고, 압축강도는 섬유의 혼입량, 섬유의 강도, 섬유의 선형성, 섬

유의 부착특성, 섬유의 분포성, 및 섬유의 길이에 의해 중요한 

영향을 받는다고 발표하였다 (Beaudoin, 1990).

3. 쪼갬 인장강도

쪼갬 인장강도는 극한 인장응력에 도달하였을 때 섬유를 혼입

하지 않은 공시체는 중심선을 따라 균열이 발생하는 즉시 시편

의 반쪽이 떨어져 나가는 취성적인 파괴 거동을 보인다. 반면에 

섬유를 혼입한 공시체는 초기 균열이 발생한 후에 하중의 저항

능력이 없어 질 때까지 계속 형태를 유지하며 부가된 에너지를 

흡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PP 섬유 혼입량에 따른 쪼갬 인장

강도에 미치는 영향은 Table 6과 Fig.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섬

유의 혼입량이 증가 할수록 압축강도와는 반대로 증가하는 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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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Comparison of compressive strength by type

이 보였다. 본 연구 결과에서 나타난 PP 섬유 혼입량에 따른 인

장강도는 2.10∼2.44 MPa의 범위로 나타났다.

섬유의 혼입량에 따라 섬유를 혼입하지 않은 쪼갬 인장강도에 

비하여 3∼16 % 정도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이는 PP

섬유가 일정이상 콘크리트와 일체화되어 외력에 대한 저항성이 

있어 PP섬유가 급격한 취성파괴를 감소시킨 것으로 판단된다. 

섬유보강 콘크리트의 인장거동 특성은 섬유의 체적비, 형상비, 

계면접착강도 및 분포도 등에 의해 형향을 받는다 (Beaudoin. 

1990). 압축강도는 섬유의 혼입량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한 반면, 

인장강도는 섬유의 혼입량이 증가할수록 증가하였는데, 이러한 

원인은 섬유가 콘크리트의 균열을 억제하여 인장강도가 증가하

는 것이라 판단되며, 섬유의 혼입은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보다는 

인장강도의 성능을 향상시켜 준다는 기존의 연구와 유사한 경향

을 나타내었다 (Gopalaratnam et al., 1987). 또한 섬유혼입량

이 과다한 경우에는 배합시 섬유의 뭉침 현상으로 분산성을 저

하시키거나, 콘크리트의 강성저하와 같은 물리적 특성을 약화시

킨다고 하였다 (Oh et al., 1996).

4. 휨강도 

PP 섬유 혼입이 휨 강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는데, Table 

6과 Fig.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섬유를 혼입하지 않은 경우와 섬

유를 혼입한 경우 압축강도의 경우와 비슷한 양상을 나타냈다. 

휨강도의 시험결과는 4.30∼4.83 MPa의 범위로, 이는 우리나라 

도로교시방서의 포장콘크리트의 휨강도 규정인 4.5 MPa에 적용 

할 경우 PP 섬유 혼입량 5 kg/m³까지는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또한 섬유의 혼입량 없이 와이어매쉬를 혼입한 경우 휨강

도는 4.68 MPa로 나타나 (Jun, 2012) PP 섬유 혼입량 5 kg/m³

까지는 와이어매쉬를 혼입한 경우와 큰 차이가 없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섬유의 혼입율이 압축강도에 미치는 영향은 크나 휨강도

Fig. 5 Comparison of Splitting tensile strength by type

Fig. 6 Comparison of flexural strength by type

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Lee and Song, 2006)는 연구 

결과가 나왔으나, 섬유의 혼입량이 증가할수록 휨강도 또한 증가

하다 PP 섬유 혼입량 7 kg/m³ 부터는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

었다. PP 섬유 혼입량 0 kg/m³는 PP 섬유 혼입량 9 kg/m³ 보

다 휨강도가 약 10 % 정도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균열 

발생 후 변위가 계속 증가하는 데도 공시체가 바로 파괴되지 않

고 어느 정도의 휨 하중에 저항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콘트리트는 파괴되었지만 파괴면 을 따라 존재한 섬유가 휨 하

중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저항하고 있기 때문이라 판단되었다. 선

행 연구 결과 중 PP섬유보강의 경우에도 최대하중에서 균열을 

보이지만 섬유 함유량에 따라 잔류강도가 점차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섬유의 함량이 8 kg이 넘는 경우에는 섬유 투입량의 

증가에 따른 강도의 증가가 그리 크지 않다 (Lee et al., 2010)

고 하여 본 연구 결과와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었다. 섬유를 혼입

하지 않은 시험 체의 경우, 최대하중에 도달한 후 급속한 파괴가 

일어나는데 반하여, 섬유를 혼입한 시험 체는 최대하중에 도달하



폴리프로필렌 섬유를 보강한 고로시멘트 콘크리트의 물리․역학적 특성

한국농공학회논문집 제54권 제6호, 2012156

고 균열이 상당히 생긴 후에도 섬유의 Bridging 작용으로 인해

서 파괴가 급격히 일어나지 않고 서서히 파괴되는 경향을 나타

내었다 (Mindness, 1987). 아울러 적정량의 섬유를 혼입함으로

서 콘크리트의 인장강도와 휨강도의 성능이 개선되도록 하는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5. 인성

인성은 재료의 에너지 흡수 능력에 관계되는 물리량으로 감각

적으로는 하중 ․변위곡선의 적분 값으로 생각할 수 있으며, 인성

의 증가는 피로, 충격하중에 대한 저항성의 증가를 의미하며, 인

성의 측정은 휨 시험을 바탕으로 수행하였다. 선행된 연구에서는 

(Lawer and Zampini, 2000) 콘크리트가 휨하중을 받을 때 발생

하는 균열과 응력-변형 상태와의 관계는 마이크로 균열이 발생

하는 동안은 응력이 계속적으로 증가하다가 마이크로 균열이 형

성되면서 응력은 감소하면서 변형이 증가하는 것을 보여 주었다. 

PP 섬유 혼입량이 고로시멘트 콘크리트의 인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PP 섬유 혼입량에 따른 고로시멘트 콘크리트 인

성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6과 Fig. 7과 같다. 인성은 BCP 2의 

파단시 나타난 변위 (10.5 mm)를 기준으로 하여 비교하였다. 

본 연구 결과에서 나타난 PP 섬유 혼입량에 따른 인성은 1.5

∼22.63 N ․ mm의 범위로 나타났으며 섬유 혼입량이 증가 할

수록 인성도 증가됨을 알 수 있다. PP 섬유 혼입량 9 kg/m³은 

PP 섬유 혼입량 1 kg/m³보다 인성이 약 7.5배 정도 강한 것으

로 나타났다. PP 섬유 혼입량 증가에 따른 하중 저항능력을 살

펴보면 섬유 혼입량이 증가 할수록 하중 저항능력도 증가되어, 

균열 발생을 억제하고, 균열 발생 후에도 계속적으로 휨 하중에 

저항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섬유보강 콘크리트의 가장 큰 특

징 중의 하나는 콘크리트의 취성적 성질을 개선시킨 것으로 균

Fig. 7 Comparison of toughness by type

열 이후에도 거동에 영향을 주는 인성이 월등히 양호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Mobasher et al., 1990). 섬유를 혼입하지 않은 

경우에 비하여 섬유가 혼입된 경우 응력-변형률 곡선이 우측에 

위치하게 되는데, 이는 섬유 혼합으로 강도는 물론 최대응력에

서 변형률도 크게 되어 인장에 대한 저항력이 증가한다는 연구

가 있었다 (Song and Lim, 2002). 또한 30 mm 섬유가 19 mm 

섬유에 비해 최대하중 이후 약간 더 완만한 하중-변위 곡선의 

형태를 보여 콘크리트의 취성적 거동이 섬유의 혼입량이 증가하

고 섬유의 길이가 길 경우 콘크리트에 섬유의 부착면적이 증가

할수록 재료의 취성적 거동의 개선에 큰 효과가 있다고 발표하

였다 (Oh et al., 1996).

이러한 결과 들을 분석해 볼 때 일정량 이상의 PP 섬유를 혼

입할 경우 균열저항 뿐만 아니라 콘크리트의 박리박락을 방지하

는데 많은 효과가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IV. 결 론

본 연구는 Polypropylene섬유의 혼입량을 변화하여 고로시

멘트 콘크리트에 혼입하였을 경우 나타나는 물리 ․역학적 특성

을 구명한 것으로, 본 연구를 통해 얻어진 결과를 요약하면 다

음과 같다.

1. 슬럼프는 PP 섬유 혼입이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결

과 슬럼프는 0.9∼3.5 cm의 범위로 나타났다. 섬유의 혼입량이 

5 kg/m³까지 슬럼프 값의 변화가 없다가, PP 섬유 혼입량 7 kg/m³

부터 저하되는 것은 섬유량의 증가에 따른 물의 접촉면이 증가

하여 슬럼프가 감소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압축강도는 19.49∼26.32 MPa의 범위로 나타났다. 섬유의 

혼입량이 5 kg/m³까지는 섬유 혼입량이 증가해도 감소폭이 미미

하나, PP 섬유 혼입량 7 kg/m³부터 강도가 저하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3. 인장강도는 2.10∼2.44 MPa의 범위로 나타났으며, 섬유의 

혼입량에 따라 섬유를 혼입하지 않은 인장강도에 비하여 3∼
16 % 정도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이는 PP 섬유가 일정

이상 콘크리트와 일체화되어 외력에 대한 저항성이 있어 PP 섬

유가 취성파괴를 감소시킨 것으로 판단된다. 

4. 휨강도는 Polypropylene 섬유의 혼입량이 증가 할수록 휨

강도가 증가하다 PP 섬유 혼입량 7 kg/m³ 부터는 감소하는 것

을 알 수 있었다. PP 섬유의 혼입량에 따라 4.30∼4.83 MPa의 

범위로 나타났다. 휨강도에서 균열 발생 후 바로 파괴되지 않는 

것은 파괴면 을 따라 존재한 섬유가 휨 하중에 대하여 계속적으

로 저항하고 있기 때문이라 판단되었다.

5. 인성은 PP 섬유 혼입량에 따라 1.5∼22.63 N ․ mm의 범

위로 나타났으며 섬유 혼입량이 증가 할수록 인성도 증가됨을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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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PP 섬유 혼입량 9 kg/m³은 PP 섬유 혼입량 1 kg/m³ 

보다 인성이 약 7.5배 정도 강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결

과 들을 분석해 볼 때 휨하중을 많이 받는 도로 포장 등에 일

정량 이상의 PP 섬유를 혼입하여 시공 한다면 균열저항 뿐만 아

니라 콘크리트의 박리 박락을 방지하는데 많은 효과가 있을 것

이라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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