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19

 Journal of the Korea Concrete Institute

Vol. 20, No. 5, pp. 619~626, October, 2008

재생 PET섬유가 혼입된 황토 콘크리트 보의 휨 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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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re have been numerous studies to develop eco-friendly concrete. The attempt to reduce the amount of cement

usage is suggested as one of the solutions for eco-friendly concrete. To reduce the amount of cement usage, the pozzolan-reaction mate-

rials such as ground granulated blast furnace slag, fly ash, and meta kaolin are widely used as the mineral admixture. Hwangtoh which

deposited broadly in Korea is a well known eco-friendly material and the activated Hwangtoh with pozzolan-reaction can be practically

used as a mineral admixture of concrete. Meanwhile, PET fiber made of recycled PET bottle is a type of recycled  material, which

can be used to control micro cracks in concrete. But the study about concrete mixed with recycled PET fiber is insufficient and the

research of Hwangtoh concrete mixed with PET fiber is urgently needed presently. In this study, experiment and analysis flexural

behavior of Hwangtoh concrete blended with recycled PET fiber are carried out. The results are discussed in det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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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전 세계적으로 지구환경 문제에 관한 관심이 높

아지면서 구조물 건설시 친환경 재료를 사용하기 위한

시도가 많아지고 있다. 이러한 요구에 발맞추어 친환경

적인 재료로 부각되고 있는 황토는 근래에 시멘트 모르

타르 대신 높은 축열성, 습도조절 능력, 자정력, 탈취 및

항균성능, 인체에 유익한 다량의 원적외선이 방사되는 점

등의 효용성이 입증되면서 친환경적인 건설재료로서 사

용이 시도되고 있다.
1-3)

 황토는 카올린계로서 우리나라

토양의 10% 이상을 점하고 있어 매장량이 풍부하고 수

급이 용이하다.
4)
 천연상태의 황토는 큰 수축에 의한 균

열, 낮은 강도특성으로 인하여 건설재료로서 사용이 어

려우나, 고온의 온도에서 활성 시킨 활성황토 (activated

Hwangtoh)는 포졸란반응의 활성도가 매우 높아져 친환

경 콘크리트를 위한 혼화재로 활용이 가능하다.
5-7)

기존 연구자들
4,8)
에 따르면 활성화 시킨 활성황토를 적

용한 콘크리트는 압축강도, 휨강도, 부착강도의 증진 및

내부 수화열 억제 등의 효과를 보인다고 보고하였다. 하

지만 활성황토의 치환율 20% 이상을 넘을 경우에는 여

러 가지 역학적 성능이 저하되기 때문에 그 이상의 치

환은 제한하고 있다.
4,8)

 최근에는 이러한 제한적인 활성

황토의 성능을 증진시키고 시멘트의 치환율을 높이기 위

해 슬래그를 추가로 혼입한 3성분계 황토 콘크리트에 대

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9,10)

한편, 콘크리트의 취성적인 성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연

성이 큰 보강섬유를 콘크리트에 혼입하여 콘크리트의 연

성을 증가시키려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11-14)

 재생 PET

섬유는 폐 PET병을 재활용하여 만든 친환경재료로서 콘

크리트에 혼입되어 소성수축균열을 제어하는 특성이 뛰

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
15-18)

 음료수 용기로 사용되는

PET (polyethylene terephthalate) 병은 사용 후 버려지는

양이 매우 많아 환경적 측면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버려지는 폐 PET병을 재활용하여 만든 재생 PET섬유를

콘크리트 부재의 균열제어용 섬유로 사용하는 방법은 콘

크리트의 균열 발생을 억제하여 구조물의 성능 향상이

가능하도록 하는 동시에 폐 PET병의 재활용 측면에서도

효과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보강섬유를 혼입

한 콘크리트에 대한 연구는 아직도 미비한 실정이고, 황

토를 혼화재로 사용한 황토 콘크리트의 경우 황토 혼화

재의 포졸란반응과 보강섬유의 보강효과가 복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실험을 통해 친환경 혼화재료로서 활성

황토가 콘크리트의 압축강도와 철근콘크리트 보의 휨강

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활성황토가 혼화재료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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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된 콘크리트에서 재생 PET섬유가 철근콘크리트 보의

휨강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였다.

2. 재료 특성 및 배합설계

2.1 황토의 특성

어떤 물질에 에너지를 가한 후 냉각시키면 그 물질은

높은 결정화 에너지를 내부에 보존하여 언제든지 외부의

자극으로 인하여 화학결합 할 가능성을 가진 유리상태가

되는 것을 광물의 활성화라 한다. 일반적으로 자연 황토

는 그 상태 그대로는 반응을 하지 않으나 열을 가하여

고온소성 후 급랭시키면 활성화 되어 결정화 에너지를

내부에 보존하여 유리상태가 되며 특정한 조건에서 물에

의해 굳게 되는 성질인 잠재 수경성을 가지게 된다. 황

토를 열처리에 의해 활성화 상태로 만들면 황토의 에너

지 상태가 높아져 반응성은 커지나 그 분말을 그대로 물

과 접촉시켜도 수화반응은 거의 진행되지 않는다. 하지

만, 알칼리 조건하에 놓이면 아주 현저한 수경성을 가지

게 된다. 콘크리트 내부는 알칼리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황토가 콘크리트의 혼화재료로 사용되면 수화반응 및 포

졸란반응을 일으키게 된다. 따라서 활성화된 황토는 시

멘트의 수화생성물인 Ca(OH)2와 포졸란반응을 일으켜 잠

재 수경성에 의해 콘크리트의 강도를 향상시키고 수밀성

이 높아지는 등의 효과를 나타낸다. 또한 콘크리트에 활

성황토를 혼화재로 첨가하게 되면 활성황토는 결합재 입

자 사이의 공극을 채워 미세하게 형성된 관을 막거나 미

세관의 크기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어 결합재와 골재사

이의 접촉면을 증가시켜 전체적으로 콘크리트의 블리딩

과 재료분리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게 된다. 활성황토

속에 함유되어 있는 SiO2는 시멘트의 수화생성물인

Ca(OH)2와 상온에서 결합하여 안정된 포졸란 생성물을

생성하게 되어 고로슬래그나 플라이애쉬, 실리카퓸과 같

은 포졸란 재료들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된다.
6)

활성황토가 시멘트의 수화생성물인 Ca(OH)2와 반응하

여 생성되는 물질에 따라 포졸란반응과 stratlingite 반응

으로 구별할 수 있다. 포졸란반응은 황토의 SiO2성분과

시멘트 수화생성물인 Ca(OH)2가 반응하여 안정된 포졸

란 생성물인 Afwilite가 생성되는 것을 의미하며 반응 화

학식은 다음과 같다. 

3Ca(OH)2 + 2SiO2→ 3CaO·2SiO2·3H2O (1)

황토의 SiO2와 Al2O3 성분이 Ca(OH)2와 반응하여

stratlingite를 생성하여 황토는 밀실한 모르타르가 되는데

이 반응을 stratlingite 반응이라고 하며 반응 화학식은 다

음과 같다. 

2Ca(OH)2 + Al2O3 + 2SiO2→ 2CaO·Al2O3·SiO2·8H2O

 (2)

이러한 반응들에 의하여 불안정 상태의 Ca(OH)2를 안

정한 상태로 만들어 콘크리트의 장기 강도를 증가시키고

내구성 및 균열저항성을 높일 수 있다.
6)
 

 

2.2 재생 PET섬유의 특성

PET병의 원료인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polyeth-

ylene terephthalate)는 에틸렌그리클과 테레프탈산 또는

디메틸테레프탈레이트를 중합시켜서 만든다. 강도와 강

성은 일반 플라스틱 중에서 가장 크며 열변형 온도가

240
o
C로 내열성이 양호하다. 또한 기계특성과 전기특성,

내약품성, 치수안정성, 양산성, 착색성이 뛰어나며 스트

레스 크랙이 없으며 도장성이 뛰어난 특징을 가지고 있

다. PET는 섬유나 필름, 청량음료수의 병으로 제작되어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PET로 만들

어진 폐 PET병을 재활용하여 콘크리트의 건조수축균열

제어용 보강섬유로 만든 것이 재생 PET섬유이다. 

재생 PET섬유는 폐 PET병을 수집하여 건조/습윤법을

이용 불순물을 제거한 뒤 압쇄 분쇄한 다음 융해하여

Fig. 1(a)와 같이 재생 PET 쉬트를 생산한다. 생산된 재

생 PET 쉬트를 Fig. 1(b)와 같은 슬릿팅 장비를 이용하

여 가늘게 잘라 straight type의 재생 PET섬유를 만든다.

하지만 straight type의 보강섬유는 콘크리트와의 부착강

도가 상당히 떨어져 보강섬유로 사용하기 어려워 표면형

상을 주어 부착강도를 증가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 표

면형상은 표면형상결정 장비와 표면형상결정 기어를 사

용하여 결정하며 표면형상결정 기어에 따라 재생 PET섬

유에 다양한 표면형상을 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콘크리

트 보강섬유로 많이 사용되는 섬유의 형태는 crimped

type과 embossed type이며, 표면형상결정 장비와 표면형

상결정 기어의 모습은 Fig. 1(c)와 (d)와 같다. 마지막으로

표면형상을 결정한 재생 PET섬유를 절단장비를 통하여 적

Fig. 1 Deforming machine of recycled PET fi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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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한 길이로 자르는데 일반적으로 25 mm와 50 mm의 길

이의 섬유를 많이 사용 한다.
19)

2.3 배합설계

활성황토 및 재생 PET섬유를 혼입한 철근콘크리트 보

의 휨 거동 특성 분석을 위한 시험체의 제작에 사용된

시멘트는 KS L5210 고로슬래그 시멘트에 규정된 시멘

트와 콘크리트용 고로슬래그미분말이 7:3으로 섞인, 비

중 3.05, 분말도 0.34 m
2
/g의 S사의 고로슬래그 시멘트를

사용하였다. 잔골재는 KS L5100에서 규정하고 있는 콘

크리트 및 모르타르 품질시험용 비중 2.6의 강원도 주문

진산 표준사를 사용하였고, 굵은골재는 청주근교 K업체

의 최대치수 25 mm 쇄석골재를 사용하였다.

본 실험에서 사용한 황토는 전남 고창군에서 생산된

것으로, 천연황토를 850
o
C로 소성시킨 비중이 2.72이고

분말도가 0.33 m
2
/g인 활성황토를 사용하였고 황토의 화

학조성은 Table 1과 같다. 또한 재생 PET섬유가 철근콘

크리트 보의 휨 거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폐 PET병을 재활용하여 만든 재생 PET섬유를 혼입하였

다. 기존 연구 결과에 의하면 부피의 1%를 혼입하였을

때 균열제어 성능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18)

 따

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피의 1%에 해당하는 재생 PET섬

유를 혼입하였다. 재생 PET섬유의 물성치는 Table 2에

나타내었으며, 실험에 사용된 배합은 Table 3에 나타내

었다.

3. 측정 요소 및 시험 방법

3.1 압축강도

압축강도 시험은 φ100 mm × 200 mm의 원형공시체를

제작 후 온도 22
o
C, 습도 60%의 항온·항습실에서 습윤

양생을 하였다. 공시체는 배합별로 3개씩 제작하였으며,

KS F 2405에 따라 재령 7일, 14일, 28일, 56일의 압축강

도를 측정하였다.

3.2 철근콘크리트 보의 변수 설정

재생 PET섬유가 혼입된 철근 황토 콘크리트 보의 휨

거동 특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슬래그 시멘트 콘크리트

(SC), 황토 콘크리트 (HTC), 재생 PET섬유를 혼입한 황

토 콘크리트 (HTPC)를 대상으로 실험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활성황토를 혼화재로 사용했을 경우 발생하

는 유동성 저하와 건조수축의 증가를 개선하기 위하여

일반 포틀랜드시멘트를 사용하지 않고 시멘트와 고로슬

래그가 7:3으로 혼합되어 있는 고로슬래그 시멘트를 사

용하여 활성황토의 적정 치환율 결정을 위한 예비 실험

을 실시하였다. 실험 결과를 통하여 물-시멘트 비는 43%,

활성황토의 적정 치환율은 25%로 결정하였고 이를 통하

여 콘크리트 배합표를 도출하였다. 또한 재생 PET섬유

가 철근 황토 콘크리트 보의 휨강도에 미치는 영향을 평

가하기 위하여 부피의 1%에 해당하는 재생 PET섬유를

혼입하였다. 시험체에 사용된 강도, 슬럼프 및 공기량 등

의 다른 배합조건과 철근비, 피복두께 등의 설계조건은

모두 동일하게 적용하였다. 

3.3 철근콘크리트 보 시험체 제작

철근콘크리트 보 시험체는 슬래그 시멘트 콘크리트, 황

토콘크리트, PET섬유를 혼입한 황토 콘크리트의 각 배

합에 따라 각각 3개씩 제작하였다. 철근콘크리트 보를

제작함에 있어 시험기의 용량, 시험체의 관리 및 제어를

고려하여 시험체의 제원을 결정하였다. 콘크리트의 설계

기준강도 fck는 28 MPa, 철근의 항복강도 fy는 300 MPa,

단면형상은 직사각형 단면으로 폭 b는 200 mm, 높이 h

Table 1 Chemical composition of Hwangtoh

Composition SiO2 Al2O3 Fe2O3 MgO CaO K2O TiO2 Na2O

Rate (%) 42.5 36.6 4.05 0.69 0.57 0.41 0.23 0.18

Table 2 Properties of recycled PET fiber

Fiber type
Dimension

(mm)

Length

(mm)

Density

(g/cm
3
)

Elastic modulus

(MPa)

Tensile strength

(MPa)

Ultimate elongation

(%) 

Bond strength

(MPa)

Embossed 0.2 × 1.3 50 1.38 10,175.4 420.7 11.2 2.54

Table 3 Mix proportion of concrete

Specimen
W/B

(%)

S/A

(%)

Replacement ratio of 

Hwangtoh (%)

Unit weight (kg/m
3
)

W HT SC S G PET fiber

SC

43 50

0

323.76

- 759.54

708.72 708.72

-

HTC 25 186.58 572.87 -

HTPC 25 186.58 572.87 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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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300 mm, 길이 l은 2,000 mm로 제작하였다. 주철근의

변형률을 측정하기 위하여 보 중앙 최대 모멘트 지점인

중앙부 하부에 철근용 변형률 게이지를 부착하였고, 콘

크리트의 응력을 측정하기 위하여 콘크리트 상부에 콘크

리트용 변형률게이지를 부착하였다. 철근콘크리트 보 시

험체의 단면형상 및 배근 형태는 Fig. 2와 같다. 

 

3.4 실험방법 및 측정방법

철근콘크리트 보 시험체는 양생포로 덮어 양생 후 재

령 28일에 거푸집을 탈형 하였다. 휨 실험은 2,000 kN 용

량의 만능시험기 (UTM)를 사용하여 3점 휨 실험을 하

였다. 시험체의 가력은 초기균열발생 전까지는 하중 제

어법을 사용하여 20 kN/min의 속력으로 가력 하였으며, 초

기균열발생 후에는 변위 제어법을 사용하여 0.05 mm/min

의 재하속도로 가력 하였다.

주철근의 변형률 측정을 위하여 최대 모멘트 지점인 보

중앙부 철근 하부에 변형률게이지를 부착하였으며, 콘크

리트의 변형률 측정을 위해 콘크리트 상부에 변형률게이

지를 부착하여 각각의 변형률을 측정하였다. 시험체의 처

짐을 측정하기 위하여 철근콘크리트 보 시험체 중앙부 하부

에 전기식 변위계 (이하 LVDT: linear variational deformation

transducer)를 3점에 설치하였다. 변형률게이지와 LVDT

로부터 측정되는 모든 실험 데이터는 자동변형 측정기

(data logger: TDS-303)를 통해 전자식으로 획득하였다.

또한 균열의 발생 및 진전 상황은 육안으로 확인 기록

하였다. 실험 전경은 Fig. 3과 같고 가력 장치 및 측정

장치는 Fig. 4와 같다.

4. 실험결과 및 분석

4.1 압축강도 실험

재령 초기에는 SC 시험체의 압축강도가 HTC와 HTPC

시험체의 압축강도 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시간이 경과하

면서 HTC와 HTPC 시험체의 압축강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활성황토의 치환에 따른 시멘트량의 감소로 시멘트

수화물의 생성이 감소하고 수화반응도 늦게 일어나기 때

문에 초기 강도 발현률은 낮지만 포졸란반응에 의해 장

기강도가 증진하는 효과를 보이고 있다. HTPC 시험체의

압축강도는 활성황토의 포졸란반응으로 증가하였으나, 재

생 PET섬유가 콘크리트 내부에서 압축력에 저항하지 못

하고 콘크리트 내부 공극으로 존재하여 콘크리트의 유효

단면적을 감소시켜 압축강도가 저하된 것으로 판단된다.

Fig. 5는 압축강도 시험 결과이다.

Fig. 2 Dimension and details of test beam Fig. 3 Photograph of test set up

Fig. 4 Set up of test speci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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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하중-변위 관계

 

SC 시험체가 일반 기존 철근콘크리트 보에 비해 상대

적으로 낮은 하중에서 파괴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휨 파

괴를 유도하기 위해 철근량을 최소하였기 때문에 극한하

중은 낮게 측정되었고 연성은 증가된 것으로 생각된다.

Fig. 6은 SC 시험체의 하중-처짐 관계이다. 

HTC 시험체는 Fig. 7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SC 시험

체와 유사한 거동을 보이고 있으나 극한하중이 SC 시험

체에 비해 약간 높게 나타났다. 활성황토의 혼입으로 인

한 포졸란반응이 활성화 되어 콘크리트의 매트릭스가 치

밀해져 압축강도가 증가하고 이로 인하여 극한하중과 처

짐이 증가한 것으로 판단된다.

Fig. 8은 HTPC 시험체의 하중-처짐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HTPC 시험체는 SC 시험체와 HTC 시험체와는 다

른 거동을 보이고 있다. 본 연구에 사용된 재생 PET섬

유는 embossed type으로 straight type이나 crimped type

에 보다 섬유와 매트릭스의 부착성능이 우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18)

 따라서 섬유와 매트릭스와의 부착력의 증

가로 재생 PET섬유가 인발되지 않고 파단 되면서 균열

이 발생하였을 때 하중에 저항하면서 지속적으로 인장응

력을 전달하기 때문에 균열의 성장을 억제하였다. 이는

재생 PET섬유의 우수한 부착성능으로 섬유의 인발성능

이 개선되어 부재의 취성파괴를 방지하고 연성파괴를 유

도하는데 효과적이며 에너지 흡수 능력을 증가시켰기 때

문이라 사료된다. 즉, HTPC 시험체는 시멘트에 비해 분

말도가 높은 활성황토가 재생 PET섬유와 시멘트 매트릭

스 사이의 부착표면 공극을 감소시키는 효과와 재생 PET

섬유가 인장저항력을 증가시키는 두 재료간의 상호작용

으로 극한하중과 변형 능력이 가장 우수하게 나타난 것

으로 판단된다. 

Fig. 9에는 모든 시험체의 하중-처짐 관계를 정리해 놓

았다. Fig. 9에서 알 수 있듯이 HTC 시험체는 SC 시험

체에 비하여 10%의 극한강도 증가를 나타내었다. 재생

PET섬유가 혼입된 HTPC 시험체는 HTC 시험체에 비하

여 30%의 극한강도의 증가를 나타내었는데 이는 재생

PET섬유를 혼입한 철근 황토 콘크리트의 휨 거동 실험

시 콘크리트의 인장강도 이상의 하중이 재하 되어 콘크

리트에 균열 발생이 시작될 경우 재생 PET섬유가 시멘

Fig. 5 Compressive strength test result

Fig. 6 Load-deflection relationship of SC specimens

Fig. 7 Load-deflection relationship of HTC specimens

Fig. 8 Load-deflection relationship of HTPC specim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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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 복합체 내에서 균열을 가로지르는 가교작용을 하여

휨 균열이 제어되어 휨 내력이 증가하였기 때문으로 판

단된다. 또한 슬래그가 재생 PET섬유와 매트릭스의 역

학적 특성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고 매트릭스의 강도

를 증진하는 효과를 갖고 있기 때문에 변형을 경화 거

동에는 악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인장강도를 증진하는

효과를 나타내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
20)

 

4.3 파괴 양상

본 연구에서는 활성황토와 재생 PET섬유의 혼입에 따

른 파괴형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파괴 시 까지 가력 하

여 각 하중단계에 따른 균열 진전 상황을 고찰하였으며,

Fig. 10에 그 결과를 나타내었다. SC 시험체는 Fig. 10(a)

에서와 같이 가력 시 인장철근의 항복에 의한 전형적인

인장파괴를 나타내었다. 하중이 점점 증가하여 극한하중

에 도달하였을 때 휨 인장파괴가 급격히 발생하였다.

활성황토로 치환한 HTC 시험체는 SC 시험체와 유사한

거동을 보였으나, SC 시험체 보다 다소 휨 성능이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전반적인 휨 거동은 SC 시험체와 유사

하며, 극한하중 이후에 급격한 휨 인장파괴가 발생하였다.

활성황토와 재생 PET섬유를 혼입한 HTPC 시험체도

역시 휨 파괴가 발생하였다. 하지만 SC 시험체, HTC 시

험체와 다르게 극한하중 이후에도 연성거동을 보여 안전

성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초기균열발생 시

기는 SC 시험체, HTC 시험체와 거의 비슷하나 초기균

열 이후 극한하중 도달까지의 균열진전속도를 늦춰 균열

성장을 억제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콘크리트에 혼입

된 재생 PET섬유가 시멘트 매트릭스와의 부착 능력이

우수하여 콘크리트의 균열 성장을 억제하는데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4.4 연성지수

연성 (ductility)은 구조부재 및 구조계에 있어서 하중

의 증가와 함께 부재가 탄성범위를 초과하여 소성영역에

서 파괴에 도달할 때까지 변형을 확보하는 능력을 말한

다. 연성은 철근콘크리트 부재의 에너지 흡수 능력을 평

가하는데 사용되며, 강도와 함께 구조물의 안전도를 평

가함에 있어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일반적으로 휨 부재의 연성에 대한 평가 방법은 곡률

(θ ), 회전 (φ ), 처짐 (∆)의 비 µ로 다음식과 같이 나타내

고, 연성지수 (ductility index) 또는 연성비 (ductility

ratio)라 부른다.

 (3)

여기서, µ : 부재의 연성지수

φ : 부재의 회전계수

θ : 부재의 곡률

∆ : 부재의 처짐

본 연구에서는 단면의 인장철근이 항복할 때의 변위

(∆y)와 최대하중시의 변위 (∆u)의 비로 표현되는 연성지수

를 사용하여 부재의 안전성을 평가하였다. 실험 결과 황

토가 치환된 시험체는 상대연성지수가 1.34로 SC 시험체

에 비해 약 1.3배 정도 연성이 높게 나타나 활성황토가

연성증가에 효과적인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활

µφ

φu

φy

-----= µθ

θu

θy

-----= µ∆

∆u

∆y

------=, ,

Fig. 9 Comparison of load-deflection

Fig. 10 Crack patter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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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황토와 슬래그의 혼합으로 인하여 매트릭스의 강도가

증진되어 연성이 증가한 것으로 판단된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활성황토와 슬래그를 혼합한 3성분계 결합재를 사

용할 경우 인성이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와 잘 일치하고

있다.
21)

 또한 활성황토와 재생 PET섬유를 함께 혼입한 시

험체는 상대연성지수가 3.3으로 활성황토만으로 치환된

HTC 시험체의 약 2배 이상, SC 시험체에 비해서는 약 3

배 이상 높게 나타나 연성에 대한 성능이 가장 우수한 것

으로 나타났다. HTPC 시험체는 시멘트에 비해 분말도가

높은 활성황토가 재생 PET섬유와 시멘트 매트릭스 사이

의 부착표면 공극을 감소시키는 효과와 재생 PET섬유의

가교작용을 통하여 휨 성능 및 연성이 증가한 것으로 판

단된다.
22)

 또한, 슬래그는 활성황토와의 반응성뿐만 아니

라 재생 PET섬유와 함께 사용될 경우 배합 시 유동성을

증가시켜 매트릭스 내에서 섬유가 한 부분에 치우치지 않

고 고르게 분포되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
20)

 따라서, HTPC

시험체가 SC 시험체와 HTC 시험체에 비해 우수한 연성

비를 갖는 것으로 판단된다. 각 시험체별 연성지수는 Table

4에 나타내었으며, Fig. 11은 휨 실험에 의해 파단된 철근

콘크리트 보 내의 재생 PET섬유의 모습이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활성황토와 재생 PET섬유를 혼입한 철

근콘크리트 보의 휨 성능을 구명하기 위해 실험을 수행

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1) 철근콘크리트 보 시험체의 휨 실험을 통하여 혼화

재로 활성황토를 사용한 철근콘크리트 보 시험체는

극한강도가 10% 증가하였으며, 활성황토와 재생

PET섬유를 혼입한 철근콘크리트 보의 극한강도는

활성황토만을 치환한 콘크리트에 비하여 30%가 증

가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활성황토의 휨 부

재에 사용 가능성을 확인하였고, 재생 PET섬유와

함께 사용할 경우 그 성능이 더욱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2) 철근콘크리트 보의 휨 실험 결과 활성황토로 치환

한 철근콘크리트 보와 활성황토와 재생 PET섬유를

함께 사용한 철근콘크리트 보의 상대연성지수가 각

각 1.34, 3.30으로 나타나, 활성황토와 재생 PET섬

유가 철근콘크리트 보의 연성을 증가시키는 것을

확인하였다. 특히 재생 PET섬유를 혼입한 시험체의

경우 철근콘크리트의 항복이후 휨 거동에 더욱 효

과적임을 알 수 있다.

3) 파괴 양상 또는 휨 거동을 통하여 재생 PET섬유는

부착특성이 우수하고 섬유의 인장 변형률이 크기

때문에 섬유가 인발되지 않을 때 섬유 자체의 변형

률이 증가하면서 콘크리트 모체에 발생하는 균열의

성장에 지속적으로 저항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

라서 재생 PET섬유는 철근콘크리트 부재를 연성파

괴로 유도하는데 효과적이며 안전성이 매우 증대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과 같은 결론으로부터 활성황토와 재생 PET섬유

를 혼입한 철근콘크리트 시험체는 휨 부재로서의 우수한

성능을 가지므로 콘크리트구조물의 성능향상에 많은 기

여를 할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추후 설계시방서 등에

반영하기 위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며, 설계 시 활용을

위한 보다 정확한 매개변수 등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어

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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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Summary of test results

Specimen Pcr (kN) ∆cr (mm) Py (kN)) ∆y (mm) Pu (kN) ∆u (mm) Ductility index (∆u / ∆y)Relative ductility

SC-1 44.6 1.08 55.6 8.8 62.8 26.72 3.03

1SC-2 40.2 0.78 53.7 4.24 61.2 23.2 5.47

SC-3 41.2 0.7 52.4 4.14 59.6 21.94 5.30

HTC-1 36.4 0.65 52.8 6.28 65.3 29.01 4.62

1.34HTC-2 42.6 0.58 56.8 5.32 68.4 35.93 6.75

HTC-3 42 0.63 56.0 3.8 68.8 27.02 7.11

HTPC-1 46.8 1.03 76.6 11.56 94 100.8 8.72

3.3HTPC-2 43.6 0.81 69.8 5.54 93 105 18.95

HTPC-3 46 1.32 69.0 5.42 88.5 96.85 17.87

Fig. 11 Recycled PET fiber shape in concrete b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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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환경문제에 대한 높은 관심으로 친환경 콘크리트의 개발을 위해 많은 연구가 수행되어지고 있으며, 특히 콘

크리트 배합 시 시멘트 사용량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시멘트 사용량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고로슬래

그, 플라이애쉬, 메타카올린 등 포졸란반응재료들이 혼화재료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우리나라 전역에 널리 매장되어 있

는 황토는 친환경 재료로서 황토를 활성화시킨 활성황토는 포졸란반응을 하는 메타카올린계의 일종으로 콘크리트의 혼

화재료로 활용성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재생 PET섬유는 폐 PET병을 재활용하여 만든 친환경재료로서 콘크리트에 혼

입되어 미세균열을 제어하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보강섬유를 혼입한 콘크리트에 대한 연구는 아직도 미비한 실정이고

활성황토를 혼화재로 사용한 철근 황토 콘크리트의 경우 활성황토 혼화재의 포졸란반응과 보강섬유의 보강 효과가 복

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의 친환경 재료인 활성황토와 재생 PET

섬유를 혼입한 철근콘크리트 보의 거동 특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재생 PET섬유를 혼입한 철근 황토콘크리트 보 시험체

를 제작하여 휨 거동을 수행하였다.

핵심용어 :친환경재료, 포졸란반응, 활성황토, 재생 PET섬유, 휨 거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