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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비정질 강섬유의 길이 및 혼입률 변화에 의한 섬유보강콘크리트의 작업성과 섬유분산성에 대한 기초연구를 수행

하였다. 일반적인 슬럼프시험 외에 역슬럼프 및 베베시험을 이용하여 일반 강섬유와는 외관 및 형상이 다른 비정질 감섬유의 유동

성을 평가하였다. 실험결과, 얇은 판상형의 비정질강섬유의 작업성 평가를 위해서는 일반적인 슬럼프시험보다는 진동 하에서 수행

된 역슬럼프 및 베베시험을 통한 유동성 평가가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섬유의 혼입률 및 길이 증가는 콘크리트의

유동성을 현저히 감소시켰으며, 시멘트 메트릭스내에서 섬유간 간격 또한 감소시키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주제어 : 비정질강섬유, 혼입률, 작업성, 섬유분산, 압축강도

Abstract

The research was conducted to analyze workability and fiber distributions of amorphous steel fiber reinforced concrete by

changing fiber length and fiber addition ratio. The inverted slump cone and vebe tests as well as slump test was performed to

understand the fluidity of amorphous steel fibers which have quite different appearance compared to conventional steel fibers.

Test results showed that thin plate type of amorphous steel fibers required different test approach to figure out workability since

the reduction of workability from slump test was different that from inverted slump cone and vebe tests. In conclusion, fluidity

of amorphous steel fibers to concrete was significantly degraded as fiber length and addition ratio increase. Also, fibers space

in cement matrix was apparently reduced as the increase of fiber length and addition ratios without fiber bal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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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국내·외에서 건축물의 고층화, 대형화됨에 따라 콘크

리트에 투입되는 혼화재료의 종류가 다양화되고 있으며,

특히 고성능 건설재료에 대한 수요의 급증은 섬유계열의

재료를 혼입하여 고성능 시멘트-콘크리트 복합체를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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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데 많은 투자와 연구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시멘트 및 콘크리트에 혼입되어 인발 메커니

즘에 의하여 구조물 내부에서 발생하는 응력을 균질하게

분포된 섬유로 분산시켜 초기 균열제어 및 휨 파괴 후

연성을 보강하여 파괴를 지연시키는 섬유로는 폴리프로

필렌(PP), 강섬유(steel), 폴리비닐알코올(PVA), 나일론

(Nylon) 섬유 등이 사용된다1-2). 섬유의 직경, 두께, 길

이, 인장강도, 혼입률 등에 따라 균열제어메커니즘이 달

라지며 특히 섬유의 혼입률 증가로 시멘트 메트릭스내에

서 균질하게 분포한 섬유는 강도보강효과 뿐만 아니라

휨거동 후 균열제어 및 에너지흡수 능력이 크게 증가되

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3-4). 섬유를 고혼입하는 초고성능

시멘트-콘크리트 복합체의 대표적인 재료로는 초고성능

콘크리트(UHPC), 고인성시멘트복합체(ECC)가 있다. 

UHPC는 설계기준 압축강도 값이 150 MPa 이상, 설

계기준 쪼갬인장강도 값이 5 MPa 이상인 섬유보강 시

멘트 복합체이다5-7). UHPC는 보통 포틀랜트시멘트, 실

리카 퓸 또는 고로슬래그 미분말로 구성되어 있는 포졸

란계 혼화재, 입경 0.5 mm 이하의 골재, SiO2 성분이

90% 이상인 충전재 및 기타 혼화재로 물-결합재비가

0.24 이하이고, 또한 인장강도 2,000 MPa 이상으로 직

경 0.2 ~ 0.25 mm, 길이 10 ~ 20 mm의 보강용 섬유를

전체부피에서 2% 이상 혼입한 것이다6). ECC는 휨모멘

트 또는 직접인장 하에서 균열dl 발생된 이후에도 강도

의 저하 없이 변형률이 증가됨에 따라 응력이 증가되는

“유사변형경화(pseudo strain hardening)”특성과 “다수균

열(multiple crack)”특성을 보이는 시멘트 복합체이다8-9).

직경이 수~수십 마이크론 폴리에틸렌(PE)섬유와 폴리비

닐알코올(PVA) 섬유 등 유기섬유와 강섬유를 체적 2%

정도 혼입하여 4~8%의 변형 능력을 가진다. 사용재료

는 시멘트, 혼화재, 섬유, 잔골재 및 혼화제(고성능감수

제 및 증점제) 등이 있다.

국내외 건설현장에서 지난 20년간 지속적으로 사용

되고 있는 일반 강섬유는 복잡하고 긴 제조공정과정에

서 발생하는 상대적으로 높은 제작비용과 더불어 다량

의 이산화탄소가 발생되어 건설환경부하를 증대시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용선후의 공정이 생

략되어 에너지 절감 및 탄소제거공정이 없어 이산화탄

소 저감을 유도할 수 있는 친환경 건설재료인 비정질

강섬유의 실용화를 위한 기초연구단계로서 섬유길이 및

혼입률 변화에 대한 작업성 평가방법 및 최적배합도

출, 미세구조관찰에 의한 섬유분산성에 대하여 실험적

고찰을 진행하였다. 

2. 실험계획

2.1. 실험재료

본 연구에서는 1종 보통 포틀랜드시멘트를 사용하였

으며, 잔골재는 비중 1.54, 조립률 2.8인 표준사를 사용

하였다. 굵은 골재는 최대치수 19 mm, 비중 2.72인 부

순 골재를 적용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강섬유는 국외 S

사에서 생산되는 비정질 강섬유로 길이가 각각 10 mm,

20 mm, 30 mm, 폭 1.3 mm, 두께 35 µm인 것을 사용

하였다. 비정질 강섬유는 얇은 판상형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은 제철소에서 용선을 급랭시켜 생성된 결정의 핵

이 성장하지 않도록 하여 액체구조를 동결시켜 만든 비

정질 강섬유로 Fig. 1에서와 같이 앞면은 매끈한 표면

을 가지고 있으며 반대편은 불규칙한 돌기를 갖는 거친

형상이 특징이다. Fe계 비정질로서 인장강도는

1400 ~ 1700 MPa 정도이며 섬유의 형태는 Flexible

straight type으로 기존 후크형 강섬유에 비해 시공성이

양호하며 비부식성으로 내구성이 우수하다. 비중은 7.2

로 일반 강섬유의 비중 7.8보다는 다소 낮으며, 겉보기

부피는 상대적으로 커서 같은 무게(500 g)에 대한 겉보

기 부피의 큰 차이로(Fig. 2)인해 배합시 일반 강섬유를

Fig. 1. Amorphous steel fiber surface(left : forth, right :
back).

Fig. 2. Apparent solid volume : amorphous steel fiber
vs. steel fi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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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입하여 배합설계하는 방법과는 차별화하여 배합설계

를 진행하였다.

2.2. 배합설계

Fig. 3은 비정질 강섬유를 길이 및 혼입률 변수로 섬

유의 유동성 및 분산성 확보를 위한 최적배합설계를 도

출하기 위한 연구흐름도이다. 고혼입 상태의 비정질 강

섬유를 배합하여 적절한 유동성 및 섬유의 균질한 분산

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선 국내외 섬유와 관련된 콘

크리트 배합설계에 관한 문헌조사를 통하여 비정질 강

섬유의 최적배합에 필요한 재료(섬유, 골재, 혼화재료)

를 선택하였다. 관련 콘크리트 배합으로는 고성능섬유

보강콘크리트(HPFRC), 고인성복합체(ECC), 초고성능콘

크리트(UHPC) 등과 같이 섬유의 혼입률을 2%이상 혼

입하여 시멘트 메트릭스에서 섬유가 가지는 역학적 특

성을 최대화하여 인장강도 및 휨강도 및 휨인성에 대한

보강을 통해 균열저감 및 확대방지효과를 얻을 수 있는

콘크리트 배합을 참조하였다. 실시배합에 들어가기 전

기초배합실험에서 W/C비, 잔골재율, 최대골재치수, 감

수제, 증점제 및 공기연행제에 관한 선행실험을 통하여

비정질 강섬유의 최적배합에 요구되는 배합설계요소를

파악하여 유동성 및 분산성에 관한 실험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굳지 않은 섬유보강콘크리트의 품질검사시

험을 위한 고혼입 비정질 강섬유 특성에 적합한 역슬럼

프 및 베베시험을 통하여 섬유길이 및 혼입률에 적합한

최적배합을 도출하여 배합설계를 완성하였다. 

Table 1는 비정질 강섬유 길이(10 mm, 20 mm,

30 mm) 및 혼입률(0.2%, 0.4%, 0.6%, 0.8%)에 대한

배합설계를 보여준다. 물-시멘트비는 0.45로 선정하여

일반 콘크리트강도를 유지하였으며, 비정질 강섬유 길

이별로 각각 전체부피당 0.2%에서 시작하여 0.8%까지

섬유를 혼입하였다. 일반적으로 섬유보강콘크리트의 섬

유 뭉침 현상은 크게 세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우선,

섬유의 형상비(길이와 직경의 비)와 콘크리트를 구성하

는 시멘트, 모래 등의 입자와의 상이함으로 인해 섬유

를 다량으로 혼입시 섬유 뭉침 현상이 발생한다. 둘째

는 섬유의 비중과 콘크리트를 구성하는 재료와의 비중

이 크게 다른 점이다. 일반 강섬유의 비중은 7.8정도이

나 시멘트 3.15, 모래 2.5 정도로 비중이 달라 혼합과

정에서 서로 분리되어 비중이 비슷한 재료와 엉키는 현

상이 발생한다. 마지막으로 배합 후 거푸집 및 철근까

지 채우기 위해서 다짐작업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섬유

Fig. 3. Research flow for optimized mix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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뭉침 현상이 발생한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봉 진동기

의 경우 거푸집 구석까지 콘크리트를 밀실하게 채우기

위해서는 내부진동기를 사용하는데 사용기간이 길어질

수록 진동으로 인해 섬유의 방향이 한 방향으로 다짐이

되어 섬유 혼입효과가 감소하게 되고 다짐이 과도할 경

우 비중이 큰 강섬유는 가라앉으며, 비중이 다소 작은

유기섬유는 떠오르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어 섬유

혼입으로 인한 보강효과가 크게 감소되는 경우가 발생

하게 된다. 

기존의 일반적인 섬유배합은 혼입되는 섬유의 양이

작을 경우 혼화제로 판단하여 배합설계에서의 부피변화

를 무시하고 배합설계를 하는 경우와 혼입되는 섬유의

양의 많을 경우 혼입되는 섬유를 혼화재로 치환하여 혼

입부피만큼 골재부피를 줄여서 섬유 분상성을 확보하고

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위와 같은 현상을 최소화하

기 위해 고성능 감수제 및 셀룰로우스계의 저점도 증점

제를 적정량을 혼입하여 섬유의 고혼입으로 인한 유동

성 감소를 최소화하고자 하였으며, 상대적으로 큰 비정

질 강섬유의 겉보기부피를 골재의 부피로 치환하여 차

감한 후 차감된 부피만큼 잔골재양을 늘여 일정수준의

분체를 유지하여 작업에 적합한 유동성을 확보하였다. 

콘크리트의 혼합은 강제식 트윈샤프트형 믹서를 사용

하였다. 먼저 잔골재와 굵은골재를 투입하고 1분간 건

비빔을 실시하였다. 그 후 시멘트를 투입한 후 1분간

비비고 다시 섬유를 천천히 투입하여 1분간 비빈 후 물

에 함께 희석한 고성능감수제 및 증점제를 각 배합당

최소량을 첨가하여 배합을 완성하였다. 비빔이 완료된

후 굳지 않는 콘크리트 특성을 파악하고자 슬럼프, 공

기량, 역슬럼프, 베베시간을 측정하여 유동성을 파악하

였다. 또한 굳은 상태의 섬유보강콘크리트의 역학적 특

성을 파악하고자 굳지 않은 콘크리트를 압축강도 공시

체에 콘크리트를 타설한 후 시험체를 23 ± 2oC의 온도

와 상대습도 50 ± 2% 실내에서 24시간 동안 초기 양생

을 실시한 후 탈형하여 상대습도가 100%인 습윤양생실

에서 28일간 양생을 실시한 후 압축강도실험을 실시하

였다.

3. 실험방법

3.1. 굳지 않는 콘크리트 특성실험

일반적으로 콘크리트에 섬유를 넣게 되면 배합과정에

서 점성(stiffening)의 증가로 인해 유동성(flowability)이

나빠진다. 여기에 일반 감수제 및 고성능 감수제를 추

가하거나 배합설계를 수정하여 작업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하지만 섬유보강콘크리트의 작업성을 정확하게 측

정하기위해서는 일반 콘크리트에서 사용되는 슬럼프 실

험과는 다르게 접근하여야한다. 섬유를 보강하였을 때

슬럼프값의 손실과 작업성의 손실이 일치하지 않기 때

문이다10). 본 실험에서는 일반적인 작업성 측정방법인

슬럼프시험(slump test)과 더불어 콘크리트의 소성특성

시험방법인 역슬럼프콘시험(Inverted slump cone test)

및 베베시험(Vebe test)를 통하여 작업성 손실에 따른

각 섬유의 유동성변화에 대한 효과를 살펴본 후 슬럼프

시험과의 연관성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역슬럼프콘 시험법은 Fig 4에서 나타내었다. 역슬럼

프 시간은 섬유보강콘크리트의 작업성을 측정하기위해

간단하고 저비용의 현장시험용으로 개발되었다11). 비록

섬유보강콘크리트가 증가된 작업성을 보여줄 수 있지만,

개개의 섬유들은 콘크리트의 틱소트로피(Thixotropy; 액

체물질을 휘저어 주는 등의 전단력이 작용할 때는 점성

도가 감소하고, 전단력의 작용이 없을 때에는 점성도가

증가하는 현상들)증가시키는데 역할을 하게 된다. PP섬

유를 보강한 배합에서는 슬럼프의 가벼운 감소를 보여

주었으나, Compacting factor 시험에서의 작업성이 증

가되는 연구결과는 섬유보강콘크리에서 보다 정확한 작

업성 평가방법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였다2). 또한

많은 강섬유 및 합성섬유 제조회사에서는 섬유보강콘크

리트의 작업성 평가에 일반적인 슬럼프 평가가 적합하

지 않으며, 섬유보강콘크리트의 작업성을 정확하게 평

가할 수 있는 진동을 이용한 역슬럼프 형태의 시험방법

에 의한 유동성평가를 장려하고 있다. 시험장치는 현장

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소재로, 진동기, 슬럼프콘, 버

켓 및 초시계로 구성이 되며, 진동시 슬럼프콘과 버켓

의 일체성유지를 위해 목재프레임으로 슬럼프콘을 고정

한 상태로 버켓에 상단에 끼워서 사용한다. 본 연구에

서는 역으로 선 슬럼프콘을 나무프레임으로 고정시킨

Fig. 4. Inverted slump cone test set-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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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버켓 상부에 세우게 되면 버켓의 표면바닥과 역슬

럼프콘이 약 10 cm 정도 띄워지도록 설계되었다. 콘크

리트를 3번에 걸쳐 나누어 역슬럼프콘을 채운 후 바닥

판 진동과 동시에 초시계를 눌러 역슬럼프콘에 담겨진

콘크리트가 모두 빠져나갈 때 까지 시간을 측정하여 섬

유보강콘콘리트의 유동성(flowability)과 반죽질기

(consistency)에 대한 평가를 하였다. 사용된 섬유로 인

해 콘크리트의 작업성과 유동성이 현저히 떨어져 밑면

이 뚫린 슬럼프콘의 섬유보강콘크리트가 순간적으로 막

히게 되어 자연적으로 흘러내리지 않았다.

Fig. 5는 베베시험(Vebe Test)을 보여주고 있다.

Vebe consistometer(BS 1881-104)12)는 매우 건조한

콘크리트의 재성형능력(remolding ability)을 측정하는

도구로서 진동하에서 콘크리트가 붕괴되어 재성형될 때

까지 요구되는 에너지를 측정하는 장치이다. 시험장치

는 금속의 실린더 용기가 진동테이블 위에 위치하여 사

인곡선(sinusoidal)의 진동을 유도하고 슬럼프콘은 실린

더 중앙부에 위치하여 표준 슬럼프시험에서와 같이 내

부를 3단으로 채운 후 플라스틱 디스크를 상부에 두어

진동에 의한 디스크의 하강으로 콘크리트 완전히 붕괴

될 때 까지 걸리는 시간을 측정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베베시험은 본래 매우 건조한 콘크리트의 반죽질기를

측정하는 것이 목적이다. 본 실험에서는 진동테이블판

위에 슬럼프콘을 놓고 세 번에 나우어 콘크리트를 채운

후 슬럼프콘을 제거하고 상부의 플라스틱판을 콘크리트

표면위에 접촉을 시킨 후 진동과 동시에 타임어를 눌러

슬럼프가 완전히 무너질 때까지 시간을 측정하였다. 

3.2. 압축강도 실험

비정질 강섬유 혼입량(0.2%, 0.4%, 0.6%, 0.8%) 및

길이변화(10 mm, 20 mm, 30 mm)에 대하여 시멘트 메

트릭스에서의 보강효과에 의한 콘크리트 압축강도 영향

평가를 위해 2,000 kN 용량의 UTM을 사용하여 28일

습윤 양생된 직경 100 mm, 높이 200 mm의 원주형 공

시체를 가지고 압축강도를 측정하였다. 

 

3.3. 미세구조 분석

비정질 강섬유의 길이 및 혼입률 변화에 따른 섬유의

분산성에 대한 미세구조관찰은 전자현미경(SEM)을 이

용하여 시멘트 메트릭스내에서 섬유의 분산, 계면에서

의 섬유와의 결합형태, 섬유의 방향성 등을 관찰하여 비

교분석하였다. 전자현미경의 배율은 약 60 ~ 80배 확대

하여 관찰한 후 섬유간의 간격을 최소 3군데 이상 측정

하여 길이(10 mm, 20 mm, 30 mm) 및 혼입률(0.2%,

0.4%, 0.6%, 0.8%)의 변화에 대한 섬유의 분산성 평가

를 실시하였다.

4. 실험결과

4.1. 슬럼프 (Slump)

비정질강섬유의 길이 및 혼입량 변화에 대한 작업성

의 변화는 Table 1에 결과를 정리하였다. 섬유의 길이

가 10 mm인 경우 0.2%에서 0.6%까지 혼입량 증가는

OPC와 비교시 작업성에 큰 변화는 없었으나 0.8%의

혼입률에서 슬럼프가 130 mm까지 감소하여 유동성에

큰 변화를 보여주었다. 섬유의 길이가 20 mm인 경우

10 mm와 비교시 슬럼프가 상대적으로 작은 값을 가지

며 0.6% 혼입률에서 슬럼프값이 130 mm에 도달한 것

으로 나타났다. 섬유의 길이가 30 mm인 경우 슬럼프값

이 가장 작게 나타났으며 0.2% 혼입률에서 150 mm로

시작하여 혼입률 증가로 인한 슬럼프의 감소량은 더욱

커져 0.8%에서의 슬럼프값이 50 mm에 도달하여 유동

성이 급격하게 감소되었다. 결과적으로 섬유의 길이가

증가할수록, 섬유의 혼입률이 증가할수록 점성 및 유동

성이 감소하였으며 특히 0.8% 혼입률에서 변화가 가장

크게 나타나 작업성 감소를 보여주었다.

4.2. 공기량 (Air content)

비정질 강섬유의 혼입으로 인한 공기량 변화는 OPC

배합에서 4.5%를 기준으로 하여 섬유길이가 10 mm인

경우 상대적으로 높은 공기량을 보여주었다. 0.2% 혼입

률에서 5.5%, 0.8% 혼입률에서 7.8%로 증가하여

20 mm 및 30 mm와 비교시 가장 높은 공기량 값을 나

타내었다. 섬유길이가 20 mm인 경우 공기량은 4%에서

5.2%로 약간 증가하였으며 전반적으로 섬유혼입률 증

가에 대한 공기량 변화는 뚜렷하지 않았다. 섬유길이가

Fig. 5. Vebe time test set-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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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mm인 경우 공기량은 3%에서 5%로 섬유길이 대한

공기량이 가장 작은 값을 보여주었으며, 마찬가지로 혼

입률 증가에 대한 뚜렷한 감소 및 증가를 보여주지는

않았다. 결론적으로 섬유길이가 10 mm인 경우 공기량

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섬유 혼입률 증가에 대한 공

기량 증가도 뚜렷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Fig. 6은 섬유

길이 및 혼입률 변화에 대한 슬럼프와 공기량에 대한

비교 그래프이다. 섬유의 길이가 증가할수록 혼입률이

증가할수록 슬럼프는 감소되는 경향을 보여주지만, 공

기량에 대한 변화는 10 mm를 제외하고는 명확한 상관

관계를 보여주지 않았다.

4.3. 역슬럼프시간 (Interved slump cone time)

섬유 혼입률 및 길이변화에 의한 역슬럼프시험 결과

Table 1. Mix proportion

Symbols
Gmax

(mm)

Slump

(mm)

Air Content 

(%)
W/B

S/a

(%)

Unit weight (kg/m3)

W C S G
F

(%)

SP

(C*%)

VA*

(C*%)

OPC 19 230 4.5 0.45 55 175 390 568 822 - 0.4 -

AF-10-0.2 19 240 5.5 0.45 56 175 390 576 803 0.2 0.6 -

AF-10-0.4 19 200 6.0 0.45 57 175 390 585 783 0.4 0.8 0.03

AF-10-0.6 19 180 6.3 0.45 58 175 390 593 763 0.6 1.5 0.03

AF-10-0.8 19 130 7.8 0.45 59 175 390 601 743 0.8 2.0 0.05

AF-20-0.2 19 210 4.0 0.45 56 175 390 576 803 0.2 0.6 -

AF-20-0.4 19 200 6.5 0.45 57 175 390 585 783 0.4 1.0 0.03

AF-20-0.6 19 130 4.5 0.45 58 175 390 593 763 0.6 2.0 0.03

AF-20-0.8 19 100 5.2 0.45 59 175 390 601 743 0.8 2.0 0.05

AF-30-0.2 19 150 3.5 0.45 56 175 390 576 803 0.2 0.6 -

AF-30-0.4 19 170 3.0 0.45 57 175 390 585 783 0.4 1.0 -

AF-30-0.6 19 110 5.0 0.45 58 175 390 593 763 0.6 2.0 0.03

AF-30-0.8 19 50 3.7 0.45 59 175 390 601 743 0.8 2.0 0.03

VA* : viscosity agent

Fig. 6. Slump vs. Air content



비정질강섬유 보강콘크리트 작업성 및 섬유 분산성 비교분석 53

자원리싸이클링 제 23권 제 4호 , 2014

는 Fig. 7에서 정리를 하였다. OPC배합의 경우 역슬럼

프시간은 5초로 상대적으로 큰 유동성으로 인해 매우

짧은 역슬럼프시간을 보여주었다. 섬유길이 10 mm에서

의 작업성 변화는 섬유의 혼입률이 0.2%의 경우 슬럼

프값에서는 OPC보다 큰 슬럼프 값에도 불구하고 역슬

럼프시간이 OPC와 비교하여 60% 정도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섬유의 혼입률이 0.4%의 경우 슬럼프

값의 변화폭은 30 mm 정도로 약 13%정도 감소하였지

만, 역슬럼프시간에서는 320%의 큰 변화를 보여주었으

며 슬럼프감소와 비교시 작업성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섬유의 혼입률이 0.6%인 경우 역슬럼프시간

증가로 인한 작업성의 감소는 크게 증가하여 0.8% 혼

입하였을 때 최고점에 도달하여 역슬럼프시험에 의한

작업성 변화의 폭이 슬럼프시험에 의한 작업성보다 약

20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섬유길이 20 mm에서 작업성

변화는 섬유의 혼입률이 0.2%의 경우 OPC와 비교시

20 mm 슬럼프값 감소에 대해 역슬럼프시간은 23초 증

가하여 OPC 슬럼프감소에 의한 작업성의 감소폭보다

훨씬 큰 감소를 보여주었다. 섬유의 혼입률이 0.4%의

경우는 0.2% 혼입하였을 때 작업성감소의 폭이 약간

증가하였으나, 0.6% 혼입한 경우 역슬럼프시간의 급격

한 증가로 인해 콘크리트 유동성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섬유의 혼입률이 0.8%의 경우 0.6% 경우와

비교시 슬럼프의 30 mm 감소로 인한 작업성의 변화보

다, 역슬럼프시간의 증가로 인한 작업성의 변화폭이 크

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섬유길이 30 mm에서 작업

성 변화는 섬유의 혼입률이 0.2%의 경우 OPC와 비교

시 80 mm 슬럼프값 감소에 대해 역슬럼프시간은 58초

증가하여 OPC 슬럼프감소에 의한 작업성의 감소폭보다

훨씬 큰 감소를 보여주었다. 섬유의 혼입률이 0.4%의

경우는 0.2% 혼입하였을 때 슬럼프 값이 20 mm 정도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역슬럼프시간은 증가한 결과

를 보여주었다. 섬유의 혼입률이 0.6%의 경우 0.4%와

비교시 역슬럼프시간의 큰 증가는 없었지만 0.8%로 혼

입률이 증가하였을 때는 역슬럼프시간이 126초로 변화

의 폭이 섬유길이 중에서 가장 크게 증가하여 섬유보강

콘크리트의 급격한 유동성 감소 현상을 보여주었다.

 

4.4. 베베시간 (Vebe time)

섬유 혼입률 및 길이변화에 의한 베베시험 결과를

Fig. 8에 나타내었다. OPC 배합의 경우 베베시간은

1.3초로 상대적으로 큰 유동성으로 인해 매우 짧은 시

간을 보여주었다. 섬유길이 10 mm에서 작업성 변화는

섬유의 혼입률이 0.2%의 경우 베베시험으로 인한 변화

의 폭은 거의 없으며 0.4%에서 두 배 정도 시간이 증

가하였다. 섬유의 혼입률이 0.6%의 경우 베베시간이 크

게 증가하였으며, 0.8%에서 시간증가로 인한 요구되는

에너지 값이 슬럼프감소로 인한 비율보다 훨씬 큰 것으

로 나타났다. 섬유길이 20 mm에서 작업성 변화는 섬유

의 혼입률이 0.2%의 경우 OPC 23 mm와 비교하여 슬

럼프가 20 mm 감소로 인한 작업성의 변화보다 베베시

간 값의 증가로 인한 유동성 감소의 변화율이 약 10%

정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섬유의 혼입률이 0.4%의 경

우 0.2%의 결과 값과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었으며 시

Fig. 7. Inverted slump cone time vs. Slu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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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에 의한 작업성변화도 약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섬유의 혼입률이 0.6%의 경우 슬럼프 감소로 인한 베

베시간이 크게 증가하였고, 작업성의 변화폭은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0.8%의 경우는 슬럼프의 감소율이

56%에 비해 베베시간 증가율은 182%로 큰 차이를 보

여주었다. 섬유길이 30 mm에서 작업성 변화는 섬유의

혼입률이 0.2%의 경우 베베시간이 9.4초로 동일한 다

른 길이의 섬유시험결과보다 붕괴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좀 더 길게 나타났고, 0.4% 및 0.6%로 혼입률을 증가

에 대한 베베시간이 증가하였으며, 특히 0.8%에서 급격

하게 유동성이 감소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섬유길이 중

에서 콘크리트가 무너지는데 요구되는 시간이 가장 길

게 나타났으며, 동일한 슬럼프와 비교하여 섬유길이가

길수록 붕괴되는 시간이 길어 작업성 변화에 의한 유동

성 감소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4.5. 역슬럼프시간 vs. 베베시간

Fig. 9에서는 고혼입 상태로 혼입된 비정질 강섬유의

작업성평가를 위해 일반 슬럼프시험과는 달리 진동하에

서 섬유의 유동성을 측정한 역슬럼프시간과 베베시간에

대한 결과를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섬유의 길이가

10 mm인 경의 섬유 혼입률이 0.2%씩 증가함에 따라

Fig. 8. Slump vs. vebe time.

Fig. 9. Inverted slump cone time vs. vebe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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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동에 의한 슬럼프콘에서 콘크리트가 빠져나오는데 걸

리는 시간이 크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주었으며, 베베

시간의 증가율과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다. 섬유의 길이

가 20 mm인 경우 전반적으로 두 시험간의 결과가 유

사하나 특히 0.6% 혼입률에서 역슬럼프시간의 급격한

증가가 베베시간의 증가폭보다 훨씬 크게 증가하였다.

섬유의 길이가 30 mm인 경우 10 mm, 20 mm 보다 베

베시간 및 역슬럼프시간 모두가 높게 나타났으며 0.4%

혼입률에서 역슬럼프시간이 오히려 감소한 후 0.6% 및

0.8%에서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전체적으로 두 시험에

서 슬럼프콘의 붕괴에 의한 비정질 강섬유의 길이 및

혼입률 변화에 대한 경향은 유사하게 나타났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짧은 베베시간 값에 의한 섬유의 작업성의

변화폭보다 상대적으로 긴 역슬럼프시험 값에 의한 작

업성의 변화가 비정질 강섬유의 혼입으로 인한 작업성

의 특징을 파악하는데 더욱 유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4.6. 압축강도 (Compressive strength)

Table 2에서는 비정질 강섬유 보강으로 인한 압축강도

에 대한 결과를 정리하였다. 일반적으로 섬유보강의 효

과로 압축강도의 증가보다 휨강도 및 휨인성의 보강으로

인한 균열지연효과에 섬유가 주로 사용되고 있다13). 본

연구에서 진행된 압축강도 실험을 분석한 결과 기존의

10% 이내의 변화보다 더 뚜렷하게 압축강도의 증가를

보여주었다. 섬유의 길이가 10 mm인 경우 섬유의 혼입

으로 인한 압축강도 증가가 섬유의 혼입률에 관계없이

약 30% 정도 증가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섬유의 길이

가 20 mm인 경우 전반적으로 30% 이상 높은 결과를

보여주었으나, 30 mm에서는 20%에서 30% 정도 높은

강도를 보여주었다. 결론적으로 섬유보강으로 인한 압

축강도의 증가가 뚜렷하게 나타났고, 섬유길이가 10 mm

와 20 mm에서 가장 높은 결과를 보였으며, 상대적으로

혼입률 변화에 대한 뚜렷한 경향을 보이지 않았다.

4.7. 전자현미경 (SEM)

Fig. 10에 비정질 강섬유의 미세구조 및 분산성에 대

한 전자현미경 관찰결과를 정리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

용된 장비는 일본의 HITACHI사에서 제조된 S-3400N 주

사전자미경으로 확대비율을 50배로 하여 실험을 진행

하였다. 섬유길이가 10 mm인 경우 섬유간의 간격이

816 ~ 895 µm(0.2%), 488 ~ 628 µm(0.4%), 189 ~ 541 µm

(0.6%), 241 ~ 350 µm(0.8%)로 섬유의 혼입률이 증가할

수록 섬유간의 간격이 좁아지는 경향을 보여주었으며,

전반적으로 시멘트 메트릭스와 안정적인 결합으로 섬유

간 뭉침현상 없이 균질한 섬유분산결과를 보여주었다.

섬유길이가 20 mm인 경우 섬유간의 간격이 644 ~

912 µm(0.2%), 655 ~ 834 µm(0.4%), 489 ~ 759 µm(0.6%),

200 ~ 258 µm(0.8%)로 섬유의 혼입률이 증가할수록 섬

Table 2. Test results of compressive strength

Symbols
Compressive Strength(Mpa) Standard 

Deviation1 2 3 Ave

OPC 34.14 34.05 33.31 33.84 0.37

AF-10-0.2 41.05 43.01 42.18 42.08 0.8

AF-10-0.4 43.5 41.47 42.26 42.41 0.84

AF-10-0.6 42.6 40.78 43.33 42.24 1.07

AF-10-0.8 43.23 43.51 45.97 44.24 1.23

AF-20-0.2 42.12 42.12 42.97 42.4 0.4

AF-20-0.4 48.63 45.86 46.89 47.13 1.14

AF-20-0.6 43.5 42.95 44.44 43.63 0.62

AF-20-0.8 43.08 43.84 43.3 43.41 0.32

AF-30-0.2 21.07 41.8 - 41.44 0.37

AF-30-0.4 32.52 39.75 39.37 37.21 3.32

AF-30-0.6 37.39 39.07 39.25 38.57 0.83

AF-30-0.8 38.79 39.88 38.68 39.12 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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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간의 간격이 좁아지는 경향을 보여주었으며, 특히

0.8% 혼입률에서 섬유간격이 급격하게 감소하였다. 전

반적으로 10 mm경우와 유사하게 시멘트 메트릭스와 안

정적인 결합으로 섬유간 뭉침현상 없이 균질한 섬유분

산결과를 보여주었다. 섬유길이가 30 mm인 경우 섬유

간의 간격이 544 ~ 912 µm(0.2%), 518 ~ 686 µm(0.4%),

461 ~ 599 µm(0.6%), 196 ~ 258 µm(0.8%)로 섬유의 혼

입률이 증가할수록 섬유간의 간격이 좁아지는 경향을

보여주었으며, 특히 0.8% 혼입률에서 길이 20 mm경우

처럼 섬유간격이 급격하게 감소하였다. 전반적으로

10 mm경우와 유사하게 시멘트 메트릭스와 안정적인 결

합으로 섬유간 뭉침 현상 없이 균질한 섬유분산결과를

보여주었다. 결론적으로 섬유의 길이가 길어질수록, 혼

입률이 증가할수록 섬유간 간격이 좁아지는 경향을 관찰

하였고, 특히 0.8%의 혼입률에서 섬유간격이 가장 좁게

나타났으며, 대체적으로 섬유 뭉침 현상에 의한 불균질

한 섬유분포는 길이 및 혼입률 변화에 관계없이 관찰되

지 않았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제조과정의 단축으로 인한 이산화탄소

저감 및 비용절감효과를 가지는 비정질 강섬유를 섬유

길이 및 혼입률 증가를 변수로 하여 비정질강섬유의 유

동성 및 작업성 평가에 효과적인 시험방법에 의한 실험

결과의 비교분석과 더불어 역학적 특성을 근거로 하여

향후 건설재료분야에서 적용가능성에 대한 기초연구실

험을 진행하였다. 

1. 비정질 강섬유의 작업성평가에서 일반적인 슬럼프

시험에 의한 결과와 베베시험 및 역슬럼프시험을 통한

Fig. 10. Microstructure of amorphous steel fibers in concrete matr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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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성 및 작업성결과는 크게 상이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2. 섬유길이변화 및 혼입률 증가에 대한 비정질 강섬

유 보강콘크리트의 작업성은 베베시험결과와 비교시 유

사한 경향을 보였으나 배합별 점성변화는 역슬럼프 시

험방법에 의한 결과가 보다 더 상세하게 나타났다.

3. 비정질 강섬유의 혼입으로 모든 배합에서 압축강

도가 20 ~ 30% 정도 증가하였으며 특히 10 mm 및

20mm에서의 압축강도 증가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4. 전자현미경에 의한 섬유의 미세구조는 섬유의 길

이가 증가할수록, 섬유의 혼입률이 증가할수록 섬유간

간격이 좁아졌으며, 전반적으로 섬유의 분산성은 양호

하며 시멘트 메트릭스와의 결합구조도 안정적으로 관찰

되었다.

5. 비정질 강섬유 혼입시 유동성 변화에 관한 평가방

법에서 일반 슬럼프시험에 의한 품질관리보다 역슬럼프

시험결과에 의한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유동성평가 및

품질관리에 보다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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