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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일론섬유보강 터널 라이닝 콘크리트의 내구성능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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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unnel structures are widely used for transportations in mountains areas. To shorten the construction period and to cut down

the consturction expenditure, a construction technique that a tunnel excavation process and a tunnel lining process are simultaneously performed

is often applied in the field. However, due to the vibration and impact caused by excavation process, cracking and deterioration of tunnel lining

concrete could happen. This research experimentally investigated the effective role of the usages of blended cement and recently developed

nylon fibers for tunnel lining concrete. It has been observed that both nylon fibers and blended cement improve the durability and physical prop-

erties of concre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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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대량물류의 신속한 수송 및 전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을

통한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 등에 있어서 전 국토의

상당부분이 산악지형인 우리나라 현실상 터널구조물의 교

통수단으로서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며, 국가경제의 급성

장과 생활수준 향상으로 인한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에 따

라 터널시설의 건설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1)

한편, 터널 시공 방법에 있어서 공사기간과 공사비용

을 줄이기 위한 수단으로 터널 굴착 작업과 라이닝 콘

크리트구조물 공사를 효율적으로 병행 시공하는 공법을

많이 적용하고 있으나, 발파 시 발생하는 발파진동이 타

설되는 라이닝 콘크리트에 균열을 발생시키거나 강도를

저하시킬 수 있으므로 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리고 건설재료로써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콘크리

트는 시멘트, 잔골재 및 굵은골재를 물과 혼합하여 수화

반응을 거쳐 경화하게 되는데, 이때 콘크리트는 자기수

축, 건조수축 및 소성수축으로 인한 균열과 수화열에 의

한 온도균열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이 콘크리트에

발생하는 미세한 균열은 콘크리트의 수밀성을 감소시키

고, 유해물질의 침투에 의한 내구성능 저하는 물론, 구

조적 성능 저하를 가속화시키게 된다.
2)

이에 대한 대책으로 터널 라이닝 콘크리트의 유동성

향상, 수화열 저감 및 내구 성능 증진을 위하여 광물질

혼화재를 혼합한 고품질 콘크리트를 적용함과 동시에 터

널 라이닝 콘크리트의 품질 향상, 균열 저감 및 변형을

방지하기 위하여 단섬유상의 보강용 나일론섬유 소재를

시멘트 매트릭스 중에 균등하게 분산시켜 콘크리트의 기

계적 성질, 품질 및 내구성을 대폭 개선시킨 복합재료의

개발 및 적용에 착안하게 되었다.
5)

본 논문에서는 터널 라이닝 콘크리트의 유동성 향상,

수화열 저감 및 내구성 증진과 건조수축, 수화열에 의한

균열 저감 및 품질을 향상시키는 3차원적 보강 효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보통포틀랜드시멘트, 보통포틀랜드시멘

트에 나일론섬유 혼입 및 보통포틀랜드시멘트에 고로슬

래그미분말과 플라이애쉬를 혼입한 3성분계 시멘트에 나

일론섬유를 혼입한 3종류 콘크리트의 기계적 성질 및 염

소이온 침투 저항성, 촉진 탄산화 및 동결융해 저항성에

대한 측정 결과를 분석하였다.

2. 실험 개요

2.1 사용 재료

2.1.1 시멘트 및 광물질 혼화재

본 실험에 사용된 보통포틀랜드시멘트 (ordinary portland

cement, OPC 또는 O로 약함), 고로슬래그미분말 (ground

granulated blast furnace slag, BFS 또는 S로 약함) 및 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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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애쉬 (fly ash, FA로 약함)의 화학성분 및 물리적 성질

은 Table 1과 같다.

2.1.2 골재

굵은골재는 최대치수 25 mm, 비중 2.68 및 조립률 6.97

인 부순자갈을 사용하였으며, 잔골재는 비중 2.6, 조립률

2.8인 바다모래를 세척하여 사용하였다.

2.1.3 나일론섬유

본 실험에서 사용된 나일론섬유 (nylon fiber 또는 NF

로 약함)는 Fig. 1과 같이 국내 K사에서 분산성을 향상

시키기 위하여 섬유 표면에 분산제를 코팅하였으며, 균일

한 굵기로 용융점 및 강도를 향상시켜 개발·생산한 것

이며, 섬유의 물리적 성질은 Table 2와 같다.

2.2 콘크리트 배합

콘크리트 설계기준강도는 터널 라이닝 콘크리트에 주

로 사용되고 있는 24 MPa을 선정하였으며, OPC, OPC에

나일론섬유 혼입 및 OPC에 고로슬래그미분말, 플라이애

쉬를 혼입한 3성분계 시멘트에 나일론섬유를 혼입한 3

종류 콘크리트의 배합을 Table 3에 나타내었다.

2.3 실험 방법

2.3.1 압축강도

콘크리트의 압축강도시험은 φ100 × 200 mm의 원주형

공시체를 제조한 후 20
o
C 항온실에서 양생을 실시하여

15h, 18h, 24h 조기재령 압축강도를 측정하였으며, 그 이

후에는 20 ± 2
o
C의 수중에서 표준양생을 실시하여 재령

3일, 7일 및 28일 압축강도를 KS F 2505에 준하여 측정

하였다.

2.3.2 쪼갬인장강도

콘크리트 쪼갬인장강도 실험은 φ100 × 200 mm의 원주형

공시체를 제조하여 20 ± 2
o
C의 수중에서 표준양생을 실시

한 후 재령 28일에서 KS F 2423에 준하여 실시하였다.

2.3.3 염소이온 침투 저항성

콘크리트 염소이온 침투 저항성 시험은 ASTM C 1202

에 준하여 콘크리트의 공극이 증류수로 포화된 직경 100 mm

의 시편을 두께 50 mm로 절단하여 양극에는 0.3 mol의

NaOH 수용액을, 음극에는 3%의 NaCl 수용액을 채우고

DC 60 V의 전위차로 6시간 동안 통전시키면서 시간대별

전류값을 측정하여 식 (1)과 같이 총 통과전하량을 산정

하였으며, 시험 장치는 Fig. 2와 같다.

Q = 900(I0 + 2I30 + 2I60 + ...+ 2I330 + I360) (1)

여기서 Q :총 통과정하량 (Coulomb)

     Ix : x분에서의 전류값 (A)

이렇게 구하여진 Q값을 가지고 Table 4에 제시된 범위

Table 1 Chemical composition and physical properties of OPC, BFS and FA

Items

Types

SiO2

(%)

Al2O3

(%)

Fe2O3

(%)

CaO

(%)

MgO

(%)

SO3

(%)

Lg. loss

(%)

Density

(g/cm
3
)

Fineness

(cm
2
/g)

OPC 20.2 5.8 3.0 63.3 3.4 2.1 1.2 3.15 3.120

BFS 31.7 14.5 0.7 41.7 5.4 2.1 2.6 2.90 4,450

FA 57.6 25.5 6.1 3.4 0.9 - 4.3 2.20 3.590

Table 2 Physical properties of nylon fiber

Type
Diameter

(µm)

Length

(mm)

Density

(g/cm
3
)

Tensile strength

(MPa)

Elastic modulus

(GPa)

Melting point

(
o
C)

Color

Nylon fiber 23 20 1.16 919 5.3 260 White

Table 3 Mix proportions of concrete

Types
Air

(%)

Slump

(cm)

W/B

(%)

S/a

(%)

Unit weight (kg/m
3
)

Ad1*

(B×%)

Ad2**

(B×%)W
Binder

S G NF
C BFS FA

OPC_24

4.5±1.5 18±2.5

49.1

47.5 162

330 0 0 868 964 0 0.7 0.004

ONF_24 49.1 330 0 0 868 964 0.6 0.7 0.005

OSFNF_24 41.4 305 27 59 838 930 0.6 0.8 0.005

*: Superplasticizer, **: AE agent

Fig. 1 Nylon fi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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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간과 비교하여 염소이온에 대한 침투 저항성을 판단하

였다.

한편, Berke
12)

 등은 ASTM C 1202 실험 결과인 총통과

전하량과 농도차 확산 실험 결과로부터 경험적으로 콘크

리트의 확산계수 추정식을 식 (2)와 같이 제안한 바 있다.

(2)

 

또한, 염소이온 침투깊이는 시험이 종료된 시험체를 해

체하여 축방향으로 쪼갠 후 쪼개진 면에 0.1 N의 질산

은 (AgNO3) 수용액을 분무하여 측정하였다.

2.3.4 촉진탄산화

콘크리트의 촉진탄산화 실험은 φ100 × 200 mm의 원주

형 공시체를 제작하였으며, 재령 28일간 수중양생을 실

시한 후 φ100 × 100 mm로 절단하여 절단면으로부터 탄

산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원주면은 폴리우레탄 도료를

도포한 후 촉진탄산화 시험기에 넣어 시험을 수행하였다.

촉진조건은 CO2 농도 5%, 상대습도 60%, 온도 20
o
C로

수행하였으며, 각 재령별 탄산화 깊이는 1% 페놀프탈레

인 용액을 분무하여 콘크리트 노출표면으로부터 변색되

지 않은 부분까지의 깊이를 탄산화 깊이로 하였다.

2.3.5 동결융해

콘크리트의 동결융해시험은 100 × 100 × 400 mm의 각

주형 공시체를 제작하여 재령 14일 동안 수중양생한 후,

ASTM C 666의 A법에서 제안한 수중동결 수중융해의

방법으로 실시하였다. 측정 사이클은 공시체의 중심온도

를 −18
o
C에서 4

o
C로 동결 및 융해한 것을 1사이클로 하

여 300사이클까지 실시하였다. 매 30사이클마다 공시체

를 꺼낸 후 콘크리트의 진동주파수 및 중량 변화를 측

정하였다. 또한, 상대동탄성계수는 ASTM C 666에서 제

안하고 있는 식 (3)에 의하여 각각 계산하였다.

(3)

여기서 P
c
: c 사이클 후의 상대동탄성계수 (%)

     n
c
: c 사이클 후의 진동주파수

     n :동결융해시험 실시 전의 진동주파수

3. 실험 결과

3.1 압축강도 및 쪼갬인장강도

Fig. 3은 설계기준강도 24 MPa이며, 보통포틀랜드시멘

트 (OPC_24), 보통포틀랜드시멘트에 나일론섬유 (ONF_24)

혼입 및 보통포틀랜드시멘트에 고로슬래그미분말 및 플

라이애쉬를 혼입한 3성분계 시멘트에 나일론섬유를 혼

입 (OSFNF_24)한 3종류 콘크리트의 재령별 압축강도를

나타낸 것이다.

이 그림에서 설계기준강도에 상관없이 재령 28일 압축

강도의 크기는 OPC_24<ONF_24<OSFNF_24 순으로 나

타났으며, OSFNF_24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는 OPC_24 콘

크리트보다 약 8% 큰 값을 나타내었다.

D 0.0103 10
12–

Q
0.84

m
2
/ )sec(××=

P
c
%( ) n

c
/n( )

2
100×=

Fig. 2 ASTM C 1202 test

Table 4 Chloride ion penetrability based on total charge passed

recommended in ASTM C 1202

Total charge passed (Coulomb) Chloride ion penetrability

> 4,000 High

2,000~4,000 Moderate

1,000~2,000 Low

100~1,000 Very low

< 100 Negligible

Fig. 3 Compressive strength of concre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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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FNF_24 콘크리트는 혼화재료인 고로슬래그미분말

의 잠재수경성, 플라이애쉬의 포졸란반응 및 나일론섬유

가 보강되었기 때문에 보통포틀랜드 시멘트만 사용한 콘

크리트보다 압축강도가 크게 발현된 것으로 판단된다.
3,9)

 

반면에 OSFNF_24 콘크리트의 15시간 조기강도는 혼

화재료의 수화반응 특성 및 나일론섬유와 시멘트 경화체

가 완전한 부착이 이루지지 않았기 때문에 OPC_24 콘

크리트 보다 조금 작은 값을 나타내었다. 

Fig. 4는 설계기준강도 24 MPa이며, OPC_24, ONF_24,

OSFNF_24 3종류 콘크리트의 재령별 쪼갬인장강도를 나

타낸 것이며, 이 그림에서 3성분계 시멘트에 나일론섬유

를 보강함으로써 콘크리트의 쪼갬인장강도는 보통포틀랜

드시멘트만 사용한 콘크리트보다 약 19% 큰 값을 얻었다.

이렇게 3성분계 시멘트에 나일론섬유 혼입한 콘크리트

의 쪼갬인장강도가 큰 이유는 혼화재료를 혼입함으로써

강도 증진 효과와 더불어 나일론섬유의 표면 특성인 친

수성으로 인해 나일론섬유가 수분을 흡수하여 강한 수소

결합을 유도함으로써 콘크리트와 섬유간의 부착력 증가

로 이어져 섬유의 가교작용을 충실히 하였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2,6)

3.2 염소이온 침투 저항성

Table 5는 OPC_24, ONF_24, OSFNF_24 3종류 콘크

리트의 재령 28일에서 ASTM C 1202의 규정에 의한 촉

진염화물이온 침투 저항성 실험에 따른 총통과전하량과

식 (2)에 의한 추정 확산계수 및 염소이온 침투깊이 결

과를 나타낸 것이다.

이 표에서 알 수 있듯이 3종류 배합 모두 총통과전하

량은 4,000 Coulomb 이상으로 염소이온 침투성 기준에

의하면 높은 상태이나, 3배합 중에서 OSFNF_24 콘크리

트가 가장 좋은 결과를 나타내었다.

한편, 3종류 배합에 대한 Berke's 확산계수 계산 결과

는 1.35~1.53E-11 범위로써, OSFNF_24 콘크리트가 가장

작은 값을 나타내었으며 또한, Fig. 5와 같이 염소이온

침투깊이 크기도 OSFNF_24 < ONF_24 < OPC_24 순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OSFNF_24 콘크리트가 염소이온 침투 저항성

이 좋은 이유는 고로슬래그미분말의 잠재수경성 및 플라

이애쉬의 포졸란반응으로 OPC_24보다 시멘트 경화체 미

세조직이 치밀하기 때문이며, 또한 콘크리트와 친수성인

나일론섬유간의 부착력이 증가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4,6)

 

3.3 촉진 탄산화

일반적으로 시멘트는 물과 반응하여 수화생성물인 다

량의 Ca(OH)2를 생성하며, 경화한 콘크리트의 세공을 통

Table 5 Total charge passed, diffusion coeffcient and chloride ion penetration depth of concrete

Types
Thickness

(mm)

Total charge passed

(Coulomb)

Diffusion coefficient

(eq. (2)) (m
2
/sec)

Chloride ion penetration depth

(mm)

OPC_24 52.22 5,948 1.53E-11 31.11

ONF_24 48.81 5,694 1.47E-11 27.25

OSFNF_24 48.31 5,122 1.35E-11 26.93

Fig. 4 Splitting tensile strength of concrete Fig. 5 Chloride ion penetration depth of concrete



 나일론섬유보강 터널 라이닝 콘크리트의 내구성능 평가│491

하여 안정한 불용성의 CaCO3로 변환되며, 이를 탄산화

라 한다.

Fig. 6은 설계기준강도 24 MPa이며, 보통포틀랜드시멘

트 (OPC_24), 보통포틀랜드시멘트에 나일론섬유 (ONF_24)

혼입 및 보통포틀랜드시멘트에 고로슬래그미분말 및 플라

이애쉬를 혼입한 3성분계 시멘트에 나일론섬유 (OSFNF_24)

를 혼입한 3종류 콘크리트의 촉진 탄산화 깊이를 측정

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이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측정 재령 14일까지의 탄산

화 깊이는 3종류 모두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었으나, 장

기재령에 있어서는 나일론섬유를 혼입한 콘크리트의 경

우 탄산화 깊이가 크게 증가하지는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본 연구에 사용된 나일론섬유와 시멘트 경

화체의 장기재령에 있어서의 점진적인 부착강도 증진 등

에 따른 효과로 인해 CO2의 콘크리트 내로의 침투를 억

제하는 효과 때문이라고 사료된다.
7,11)

 

또한 콘크리트의 탄산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

인은 콘크리트중의 Ca(OH)2의 양으로서 시멘트 종류에

따라 수화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경화 후 탄산화도 약간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보통포틀랜드시멘트의

경우, 단위시멘트량의 약 30% 정도가 Ca(OH)2로 생성되

며, 고로슬래그미분말 및 플라이애쉬 등 광물질 혼화재

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Ca(OH)2와 광물질 혼화재 중의 비

정질 실리카에 의한 잠재수경성 및 포졸란반응에 의해

Ca(OH)2량이 감소하고, C-S-H량이 증가하여 미세조직을

치밀하게 하여 탄산화속도는 느려지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8)
 이러한 영향으로 인해 보통포틀랜드시멘트만을

사용한 OPC_24 콘크리트의 경우 탄산화 깊이가 가장 크

게 발생하였다고 판단된다. 

Fig. 7은 본 실험에서 3종류 콘크리트의 촉진 탄산화

실험 재령 56일에서 탄산화 깊이를 측정한 장면을 나타

낸 것이다.

3.4 동결융해 저항성

콘크리트는 동결융해 작용을 지속적으로 반복하여 받

으면 세공 속의 수분의 동결 융해로 인하여 미세균열이

발생하거나 표면 박리 등이 일어나 열화를 촉진시킨다.

콘크리트의 동결융해에 의한 저항성을 평가하기 위한 시

험 방법으로서는 급속 동결융해 저항성 시험 (ASTM C

666), 임계 팽창량 시험 (ASTM C 671), 표면박리 저항성

시험 (ASTM C 672) 등과 같이 여러 가지 실험 방법이

규정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촉진 시험으로서 수중동결

및 수중 융해된 콘크리트의 사이클에 따른 동탄성계수를

측정하고 이로부터 상대 동탄성계수를 계산하여 동결융

해에 따른 내구성 저하 정도를 측정하는 것으로 하였다. 

Fig. 8은 OPC_24, ONF_24 및 OSFNF_24 3종류 콘크

리트의 동결융해 30싸이클마다 동탄성계수를 측정하여

상대 동탄성계수비로 나타낸 것이며, Fig. 8은 설계기준

강도 24 MPa 콘크리트의 동결융해시험 전과 동결융해

300싸이클 후 시험체의 형상을 나타낸 것이다.

이 그림에서 ONF_24와 OSFNF_24 콘크리트의 상대

동탄성계수비는 거의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었으나, OPC_24

콘크리트의 상대 동탄성계수비는 300사이클에서 60% 이

하로 나타났다.

이렇게 ONF_24 및 OSFNF_24 콘크리트가 동결융해

저항성이 큰 이유는 콘크리트 내에서 나일론섬유가 동결

과 융해 반복과정에서 발생되는 수축 및 팽창에 대한 저

항성을 높여주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9)

또한, 혼합시멘트계 콘크리트의 동결융해 저항성이 보

통콘크리트보다 크게 나타난다고 한다. 그 이유는 광물질

혼화재의 영향으로 인하여 콘크리트의 공극이 감소하여

동해로 인한 내부수압을 상대적으로 작게 받기 때문이다.

Fig. 6 Carbonation depth of concrete

Fig. 7 Carbonation depth test pictures of concrete (56 days)

Fig. 8 Relative dynamic modulus ratio of concre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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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모든 콘크리트의 목표공기량을 4.5 ± 1.5%

로 하였으며, 실험 결과 동결융해 저항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적절한 공기연행제의 사용, 광물질 혼화재 혼

입 및 섬유의 사용 등이 효과적임을 알 수 있었다.
10)

4. 결 론

1) OPC, OPC+나일론섬유 및 OSF+나일론섬유를 혼입

한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및 쪼갬인장강도 크기는

OPC_24< ONF_24<OSFNF_24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혼화재료의 강도증진 효과 및 콘크리트와 섬

유간의 부착력 증진으로 판단된다.

2) OPC_24, ONF_24 및 OSFNF_24 콘크리트의 총통

과전하량은 모두 4,000 Coulomb 이상으로 염소이온

침투성이 높은 상태이나, OSFNF_24 콘크리트가 총

통과전하량, 확산계수 및 염소이온 침투 깊이에서

가장 좋은 결과를 나타내었다.

3) 3종류 콘크리트의 측정 재령 14일에서 탄산화 깊이

는 거의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었으며, 특히 OSFNF_24

콘크리트의 탄산화 깊이는 장기재령으로 갈수록 콘

크리트 조직의 치밀화 및 콘크리트와 섬유간의 부

착강도 증진으로 탄산화 침투깊이 증가속도가 감소

하였다.

4) 3종류 콘크리트의 동결융해저항성 실험 결과로 정

리한 상대 동탄성계수의 경우, OPC_24 콘크리트는

300사이클에서 60% 정도로 나타났으며, ONF_24 및

OSFNF_24 콘크리트는 나일론섬유의 가교역할로 동

결융해에 의한 수축 및 팽창에 대한 저항성을 높여

주었다.

이상의 연구 내용을 종합해보면, 터널 라이닝 콘크리

트에서 발생되는 균열을 저감 방안으로 나일론섬유 보강

콘크리트를 적용하였을 경우, 콘크리트의 역학적 특성 및

내구성능 증진에 효과적이므로 구조물의 안정성 및 신뢰

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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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산간지형이 많은 국내여건상 물류수송 및 교통 등을 위한 터널구조물의 활용성이 매우 높다. 그러나 터널굴

착 및 라이닝 콘크리트구조물의 병행 시공시 굴착에 의한 진동 등의 영향으로 콘크리트구조물 초기 재령에 균열 및 내

구성 저하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터널 라이닝용 콘크리트 배합 선정에 있어서 3성분계 시멘트 및 최

근 국내에서 개발된 나일론 보강섬유의 내구성 및 역학적 물성 증진 효과를 실험적으로 검토하였다. 실험 결과, 나일론

섬유 및 3성분계 시멘트를 혼입시 콘크리트의 전반적인 물성 및 내구성능이 증진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핵심용어 :터널 라이닝 콘크리트, 나일론섬유, 혼합 시멘트, 콘크리트 배합, 콘크리트 내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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