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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폭렬 콘크리트내 섬유혼입량 측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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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is on basic experimental methods of easily verifying the fiber content in 

non-spalling concrete at construction sites. As a result, fiber content in a mixture can be 

effectively measured by using 15ℓ of water for dilution of specimens, dry bit trowel for tool, 

and microwave for drying.

요  약

  본 연구는 장에서 손쉽게 비폭렬 콘크리트내 섬유의 혼입량을 확인하기 한 기본 인 시험방법

을 제시하기 한 기  연구이다. 연구결과 시료 희석용 물의 용량은 15ℓ, 도구는 드라이비트용 흙

손을 사용하여 자 지를 이용 건조하면 효과 으로 배합 섬유 혼입량을 측정할 수 있는 것으로 분

석되었다.

1. 서 론

화재 시 고강도 콘크리트의 폭렬방지공법 에서는 섬유혼입방법이 가장 경제 이며, 시공 인 측면

에서도 유리하다고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섬유 혼입 방법의 경우 섬유의 분산성  혼입량 

변화는 굳지않은 콘크리트의 시공성, 경화 콘크리트의 역학  특성  내화특성에 큰 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유기섬유를 혼입한 비폭렬 콘크리트의 품질 리로서 배합 섬유의 혼입량을 

정확하게 확인하기 한 효과 인 방안을 제시하고자 연구 목 하 다.

2. 실험계획  방법

본 연구의 실험계획은 표 1과 같다.

실험사항으로, 굳지않은 콘크리트는 모두 KS규격에 의거 실시하 고, 섬유 혼입량 측정방법은 사진 

1에서 a)의 섬유측정용도구를 이용하여 b)의 섬유측정실험진행과정과 같이 진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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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시료 희석용 물의 용량에 따른 

섬유 측정량

표 1. 실험계획

배

합

사

항

W/B(%) 1 25

목표 슬럼  

로우(mm)
1 700±100

목표공기량(%) 1 3.0±1.0

분체조합 1 OPC : FA : SF=7 : 2 : 1

섬유 혼입율 1 PP 0.1 Vol %

실

험

사

항

굳지않은

콘크리트
2 슬럼 로우 공기량

섬유량

측정 방법

3 시료희석용 물 
용 (ℓ)

3, 9, 15

3 시료 희석 방법
다짐 핸드믹서

드라이비트용 흙손

1 섬유 건조방법 자 인지 10분

시료 희석 용기 다짐 핸드믹서 흙손

a) 섬유 측정용 도구

물담긴희석용기 시료 채취 시료 투입 시료 희석

섬유 씻기 섬유 채취 섬유 건조 무게 측정

b) 섬유 측정 실험 진행과정

사진 1. 섬유 측정용 도구  실험 진행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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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mm 체로 섬유량 채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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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섬유량 측정 흐름도

3. 실험결과  분석

그림 1은 섬유혼입량을 측정한 결과를 나타낸 그래 이다.

먼 , 섬유혼입량은 시료희석용 물의 용량이 증가할수록 측

정되는 섬유량이 증가하 는데, 이는 시료의 약 10배가 되는 

물에서 시료가 충분히 분산되고, 페이스트  골재에 붙어있

던 섬유가 많은 물량에 의해 분리된 것으로 단된다.

한, 시료 희석 방법 도구에서 가장 효과가 우수했던 것은 

드라이비트용 흙손이었는데, 다짐   핸드믹서의 경우에 비

해 약 3.5～8.1 %, 24.4～41.5 % 정도로 더 많은 양의 섬유를 

측정할 수 있었다. 이는, 다짐  면 보다 넓은 흙손이 시료가 

담긴 용기의 구석진 바닥까지 어주면서 골재를 충분히 분산

시킴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핸드믹서는 희석 용기

의 구석진 곳까지 핸드믹서 팬이 미치지 않아 가장 은 양의 

섬유가 측정된 것으로 분석된다.

4. 결 론

본 연구는 장에서 비폭렬 콘크리트 타설시 손쉽게 콘크리

트내 섬유의 혼입량을 확인하기 한 기본 인 시험방법을 제

시하기 한 연구로써, 그림 2와 같은 흐름도에 맞추어 실험

하게 되면 콘크리트내 섬유 혼입량을 효과 으로 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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