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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carry out to evaluate the durability of Ductile Fiber Reinforced Cementitious 

Composites(DFRCC) according to W/B ratio(30, 40, 50%). The results is showing that DFRCC 

outstandingly improved to compare to plain concrete for the resistance of chloride ion penetration 

and rapid freezing and thawing 

요  약

본 연구에서는 역학 으로 휨, 인장  압축 괴 시에 인성이 폭 으로 향상됨은 물론, 휨응력 하

에서도 다수의 균열 분포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DFRCC의 내구성능을 평가하고자 한다. 따라서 

DFRCC의 내구성능을 평가하기 해 염화물 진시험  동결융해시험을 실시하 다.

1. 서   론

  

  최근 국내외에서 다양한 고인성 섬유보강 시멘트 복합체(DFRCC ; Ductile Fiber Reinforced 

Cementitous Composites)가 개발되어 주목을 받고 있다. 특히 DFRCC는 섬유의 분산성  균질성 

등을 고려하여 굵은골재를 사용하지 않는 모르타르 복합체이고, 시공성 향상  제조원가 감을 

해 라이애시 등 다양한 혼화재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일반콘크리트의 내구성과는 다

르게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DFRCC의 내구성능을 평가하기 해 염화물 진시험 

 동결융해시험을 실시하 다.

2.  사용재료  실험 방법

 2.1 사용재료

   본 연구에서는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OPC), 라이애시(FA)  모래는 6호 규사( 도 2.65g/㎤, 

20～30MESH 90%, SiO2 95%)를 사용하 으며, PVA 섬유를 체 비 2% 사용하 다. DFRCC의 내

구특성을 평가하기 해 물-결합재비(W/B)를 30, 40, 50%로 하 으며, W/B비 30% 경우 시공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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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상시키기 해 고성능 감수제를 결합재의 0.65%(질량)를 사용하 다.

표 1. 콘크리트 배합

 

W/B
(%)

Target
Slump 

Flow
(mm)

Unit content(kg/㎥)
SP

(B×wt.%)

PVA
Fiber

(Vf, %)W
B

S
C FA

30
200±20

367.3 941.8 282.5 470.9 6.1
240 435.3 837.2 251.2 418.6 -

50 489.8 753.5 226.1 376.8 -

 2.1 실험방법

  DFRCC의 염소이온에 한 항성을 평가하기 해 KS F 2711[ 기 도도에 의한 콘크리트의 

염소이온 침투 항성 시험 방법]에 따라 실시하 고, 동결융해 시험은 100×100×400mm 각주 공시

체를 제작하여 28일 수 양생 후 KS F 2456[ 속 동결 융해에 한 콘크리트의 항 시험 방법]의 

기 동결 수 융해 시험법으로 실시하 다.

3. 결과  고찰

  DFRCC의 내구성능 시험결과 W/B비에 계없이 염소이온 침투 항성  동결융해 항성이 일

반콘크리트에 비해 모두 매우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시멘트 경화체의 실함과 동시에 

섬유의 사용으로 균열발생을 억제시키기 때문으로 분석되었다.

  

그림 1. 염소이온 침투 항성 

      

그림 2. 동결융해 항성

4. 결 론

  고인성 섬유보강 시멘트 복합체의 내구성능 시험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DFRCC의 염소이온 침투 항성이 우수한 것은 혼화재 사용으로 시멘트 경화체의 조직이 치

하게 함으로써 염소이온의 침투 항성이 우수한 것으로 단된다.

 2) DFRCC의 동결융해 항성이 우수한 것은 시멘트 경화체의 조직이 치 해 짐과 동시에 섬유의 

가교작용으로 동결융해에 의해 발생하는 팽창압에 해 충분한 항성을 가졌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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