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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s freez-thow resistance and chloride migration of Eco-ECC which is 

produced with recycled mineral wastes. The experiments are performed according to Korea 

standard method and NT Build 492.

요  약

이 연구에서는 동결융해 항성(KS F 2456)  염소이온 침투 항성(NT Build 492) 시험을 통하여 

순환형 폐기물이 혼입된 Eco-ECC(Engineered Cementitous Composite)의 내구성능을 평가하 다.

 

1. 서   론

  ECC(Engineered Cementitous Composite)는 시멘트계 매트릭스에 2% 이내의 합성섬유를 혼입함으

로써 2∼5% 정도의 인장변형률 경화 거동을 보이는 고인성 섬유복합재료이다. ECC의 제조 시 필요한 

시멘트를 라이애시, 고로슬래그 미분말과 같은 순환형 폐기물로 체하여 폐기물 처리비용을 감과 

CO2 발생량을 이는 등 환경 해요소를 최소화 하고자 개발한 것이 Eco-ECC로서 이 연구에서는 동

결융해 항성  염소이온 침투 항성 시험을 통하여 재료의 내구성능을 평가하 다.

2.  사용재료  실험방법

2.1 사용재료

  Eco-ECC를 제조하기 해 선정한 순환형 폐기물로서 고로슬래그 미분말과 라이애시를 사용하

다. 한, 주 결합재로 보통포틀랜드 시멘트, 잔골재로 평균입경 130 의 규사, 보강용 섬유로는 

PVA섬유를 사용하여 동결융해 항성  염소이온 침투 항성 실험 공시체를 제작하 다.

 

2.2 실험 방법

  순환형 폐기물을 혼입한 Eco-ECC의 동결융해 항성  염소이온 침투 항성 측정을 하여 표 1

의 배합을 바탕으로 실험 공시체를 제작하여 KS F 2456「 속 동결 융해에 한 콘크리트의 항 시

험방법」과 유럽의 기  진시험법인 NT Build 492「Chloride Migration Coefficient from 

Non-steady-state Migration Experiments」의거하여 실험을 실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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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x C W S Slag FA PVA

FA 1.0 0.6 0.8 - 0.25 -

Slag 1.0 0.6 0.8 0.25 - -

FA-ECC 1.0 0.6 0.8 - 0.25 0.02

Slag-ECC 1.0 0.6 0.8 0.25 - 0.02

ECC 1.0 0.6 0.8 - - 0.02

*여기서 C는 시멘트, S는 잔골재, W는 물, Slag는 고로슬래그 미분말, FA는 라이애시이다. 표에서 제시된 비

율은 모두 량비이나, 섬유의 혼입량은 체 부피에 한 비율이다.

표  1  T he m ix ing  p rop ortions of Eco-ECC 

3. 결과  고찰

그림 1 상 동탄성계수 측정결과 그림 2 재령별 염화물 확산계수 

3.1 동결융해 항성 

  섬유를 혼입하지 않은 FA와 Slag 배합은 싸이클 수가 증가함에 따라 상 동탄성 계수가 속히 감

소하 고, 180사이클에서는 균열이 발생하여 더 이상의 측정이 불가능하여 실험을 종료하 다. 한 

순환형 폐기물을 혼입한 FA-ECC, Slag-ECC 배합에서는 순환형 폐기물이 첨가되지 않은 ECC 배합

보다 효과 인 동결융해 항성을 나타내었다. 특히, 고로슬래그 미분말을 혼입한 배합이 라이애시

에 비하여 섬유의 혼입 유무에 계없이 보다 우수한 동결융해 항성을 나타내었다.

3.2 염소이온 침투 항성

  순환형 폐기물을 혼입한 FA-ECC, Slag-ECC 배합이 그 지 않은 ECC 배합에 비하여 염화물 확산

계수가 우수하게 나타났다. 한 섬유를 혼입하지 않은 FA, Slag 배합과 섬유를 혼입한 FA-ECC, 

Slag-ECC 배합을 비교해 볼 때 염화물 확산계수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 않아 섬유혼입 유무에 따른 

성능향상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4. 결 론

  순환형 폐기물을 ECC에 혼입함으로써 경화체내 공극을 채워 조직이 치 화되어 염소이온 침투  

동결융해 작용에 필요한 수분침투를 지연시키는데 기여하 고, 한 섬유의 가교작용으로 인해 동결융

해작용 시 수분의 팽창압에 한 항성이 향상된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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