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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리드 PVA 섬유를 이용한 HPFRCCs의 휨 및 충격 성능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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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HPFRCCs (high-performance fiber reinforced cementitious composites), which is relatively more ductile and has

the characteristic of high toughness with high fiber volume fractions, can be used in structures subjected to extreme loads and

exposed to durability problems. In the case of PVA (polyvinyl alcohol) fiber, it is noted by former studies that around 2% fiber

volume fractions contributes to the most effective performance at HPFRCCs. In this study, flexural tests were carried out to evaluate

the flexural behavior of HPFRCCs and to optimize mix proportions. Two sets of hybrid fiber reinforced high performance spec-

imens with total fiber volume fraction of 2 % were tested: the first set prepared by addition of short and long PVA fibers at different

combination of fiber volume fractions, and the second set by addition of steel. In addition, in order to assess the performances of

the HPFRCCs against to high strain rates, drop weight tests were conducted. Lastly, the sprayed FRP was applied on the bottom

surface of specimens to compare their impact responses with non-reinforcing specimens. The experimental results showed that the

specimen prepared with 1.6% short fibers (REC 15) and 0.4% long fiber (RF4000) outperformed the other specimens under flexure,

and impact loading.

Keywords : PVA fibers, high performance, fiber reinforced composite, HPFRCC, sprayed FRP

1. 서 론

1995년 오클라호마 폭탄 테러, 2001년 9·11 테러, 그리

고 최근의 뭄바이 폭탄 테러 등 구조물이 극한의 외력

에 직접적으로 노출되는 위험도가 높아지면서, 과거 콘

크리트 구조물이 갖춰야할 기본적 성능 이외에 충격, 폭

발 그리고 이와 동시에 수반되는 강한 화재 등에 대한

구조물의 저항 성능 향상에 대한 요구는 계속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다. 최근 들어 기존의 콘크리트가 가지고 있

는 인장 강도 및 연성의 취약점을 보완하고자 고성능 시

멘트계 복합체(HPFRCCs, high performance fiber reinforced

cementitious composites)를 활용한 부재에 대한 연구
1-11)
가

국내외적으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고성능 보수·보

강재, 충격 완화재, 강재피복재 등 다양한 용도로의 활

용이 기대되고 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HPFRCCs의 충격 완화재로의 활

용에 초점을 맞추어 폭발 및 충격에 대한 높은 저항성을

가진 내충격 섬유 보강 콘크리트 제조 기술 개발을 궁극

적인 목표로 하고 있다. 그의 일환으로 PVA(polyvinyle

alcohol) 섬유를 이용한 고성능 시멘트계 복합체의 최적

배합을 선정하기 위해 기존의 연구
2-4,6-10)

에서 사용된 한

종류의 섬유 혼입이 아닌, 섬유의 형상비가 다른 두 종

류의 PVA 섬유로 하이브리드 보강된 HPFRCCs 배합의

휨 성능 및 인성 평가를 실시하였다. 뿐만 아니라

HPFRCCs의 충격 저항 성능을 평가하기 위하여 일반 콘

크리트 및 강섬유 보강 콘크리트의 충격 저항 성능
12-15)

을 비교 분석하였다. 또한 분사식 FRP
16-18)
를 각 시험체

에 도포하여 분사식 FRP로 인한 내충격 성능의 향상 정

도를 평가하였다. 

2. HPFRCCs의 휨 성능 실험

2.1 HPFRCCs 배합

HPFRCCs의 배합은 Table 1에 나타나 있는 배합으로

제작되었으며 물-시멘트 비는 0.4이었다. 골재는 평균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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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크기가 100 µm인 규사(silica sand)를 사용하였으며

PVA 섬유의 원활한 혼입과 분산을 위하여 고성능AE감

수제와 분리저감제를 시험 배합을 통하여 결정된 양만큼

혼입하였다. PVA 섬유의 뭉침 현상을 막기 위하여 먼저

시멘트, 잔골재에 분리저감제를 넣은 후 30초간 건배합

을 하고 필요한 물량의 약 60~70%를 먼저 혼입하여 소

정의 점성을 확보한 후 섬유를 넣어 약 60초간 배합하

였다. 마지막으로 남은 물량을 모두 넣고 30초간 배합하

여 완성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PVA 섬유 및 강섬유의 재

료 특성은 Table 2에 정리하였고, 형상은 Fig. 1과 같다. 

2.2 실험 변수 및 방법

HPFRCCs의 휨 성능을 평가하기 위하여 휨 강도 시험

을 위한 시험체(100 × 100 × 400 mm)를 KS F 2403에 따

라 제작하였다. 또한 압축 강도 및 쪼갬 인장 강도 시험

을 위한 공시체(φ100 × 200 mm)도 제작 되었다. 다량의

섬유의 혼입과 규사의 사용으로 인해 HPFRCC는 일반 콘

크리트에 비해 경화시간이 지연된다. 따라서 36시간 후

탈형을 하였고 28일 동안 수중 양생을 실시하였다. 휨 시

험은 Fig. 2와 같이 2,700 kN 용량의 UTM(universal testing

machine)을 이용하여 4점 재하
19)
로 실시하였고 이때의 하

중 속도는 0.01 mm/sec (변위 제어)이었다. 처짐은 시편

의 양쪽 측면의 중앙부에서 LVDT를 사용하여 측정하였

고 하중은 가압판 상부에 설치된 250 kN 용량의 로드셀

을 통하여 측정되었다. 또한 UTM 자체에서 측정된 하

중, 변위와 상호 보정하였다.

기존의 국내외 연구에서 2%의 PVA 섬유 혼입비가 최

적의 성능을 발휘한다고 밝혀져 있기 때문에 이 연구에

서는 PVA 섬유의 총 혼입률을 2%로 일정하게 유지시키

되 Table 3과 같이 두 가지 PVA 섬유의 혼입률을 변화시

킨 변수(P series)와 일정한 PVA 섬유(2%)에 end hooked

type의 강섬유의 혼입률을 변화시킨 변수(PS series)를 기

본 변수(B series)와 비교, 분석하였다. 

Table 1 Mixture proportions by weight

Water

(kg/m
3
)

Cement

(kg/m
3
)

Silica sand

(kg/m
3
)

SP
a)

(%)

MC
b)

(%)

vf
c)

(%)

375 938 784 2.0 0.05 2.0
a)
High-range AE water reducing agent to cement ratio

b)
Hydroxypropyl methylcelluose to cement ratio

c)
Volume fraction of fibers

Table 2 Properties of PVA and steel fibers

Type of

fiber

Length

(mm)

Dia-

meter

(µm)

Tensile

strength

(MPa)

Specific

gravity

Modulus

of elasticity

(GPa)

PVA
REC15 12 40 1,600 1.3 40

RF4000 30 660 900 1.3 -

Steel 30 500 1,196 7.9 200

Fig. 1 Shapes of PVA and hooked steel fibers

Table 3 Summary of results for flexural tests

Series Specimens
Fiber volume fraction (vf, %) fcu

(MPa)

f1,crack
(MPa)

fr
(MPa)

fsp
(MPa)

TJSCE

(kN.mm)

FJSCE

(MPa)
I5 I10 I20 I30 I50

REC15 RF4000 Steel

B
MORTAR - - - 68.98 - 3.01 3.16 - 0.02 - - - - -

PVA2 2.0 - - 60.99 6.76 10.23 7.39 42.83 6.42 2.00 3.55 6.40 9.45 17.26

P

PVA S1.9L0.1 1.9 0.1 - 53.63 6.61 10.34 6.63 47.84 7.18 2.43 4.41 8.72 13.07 23.47

PVA S1.8L0.2 1.8 0.2 - 56.34 6.03 10.30 7.30 47.47 7.11 2.44 4.51 9.06 13.15 28.43

PVA S1.7L0.3 1.7 0.3 - 66.93 6.81 10.65 6.19 49.85 7.48 2.44 4.43 8.82 12.93 25.92

PVA S1.6L0.4 1.6 0.4 - 71.26 6.16 13.07 7.61 63.11 9.47 2.52 4.82 9.99 15.87 37.32

PVA S1.5L0.5 1.5 0.5 - 67.24 6.64 8.63 7.14 33.84 5.08 2.44 4.34 8.66 12.48 27.27

PVA S1.4L0.6 1.4 0.6 - 69.12 6.03 10.04 7.33 35.28 5.29 3.51 7.04 15.66 24.07 42.38

PS

PVA2-ST0.25

2.0

- 0.25 60.71 5.80 14.10 6.91 75.75 11.36 2.40 4.31 11.57 14.06 41.48

PVA2-ST0.50 - 0.50 63.17 5.81 11.69 7.53 64.64 9.70 3.17 4.64 9.24 17.07 47.60

PVA2-ST0.75 - 0.75 65.57 4.71 9.58 7.50 55.69 8.35 2.95 5.55 11.37 17.49 57.97

†fcu : Compressive strength, f1,crack: Flexural strength at first crack, fr: Flexural strength, fsp: Splitting tensile strength,

TJSCE : Toughness of JSCE method, FJSCE: Equivalent flexural strength of JSCE method

Fig. 2 Test set up for flexural strength and tough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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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실험 결과 및 고찰

휨 강도 및 휨 인성 시험은 KS F 2408 및 KS F 2566

에 따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3 및 Fig. 3과 같

다. 또한 JSCE SF-4
20)
에서 제안하고 있는 휨 인성 지수

와 등가 휨강도의 계산 결과를 정리하였다. 섬유로 보강

된 콘크리트는 섬유의 가교 역할(bridging effect)로 인하

여 균열의 진전을 억제하는 성능이 향상되어 휨강도와

인성이 크게 증가한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다량의 섬유

혼입으로 인한 공극의 발생, 섬유의 뭉침 현상 등은 오

히려 압축 강도의 감소를 가져올 수 있다. 이 실험에서

는 합성섬유를 포함한 시편 중에서 PVA S1.6L0.4 시편

과 PVA S1.4L0.6 시편이 MORTAR 시편보다 미소하게

큰 압축 강도를 나타내고 있다. 이들 시편에서는 섬유혼

입에 따른 압축강도의 변화가 거의 없고, 제조 및 실험

중에 발생한 편차라고 판단된다. PVA2에 강섬유를 보강

한 시편들은 강섬유의 혼입량에 따라서 압축강도가 증가

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Table 3과 Fig. 3에서 알 수 있듯이 섬유보강 시멘트계

복합체가 무보강 모르타르에 비하여 287%~469% 향상된

높은 휨 강도를 발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혼입된

섬유가 가교역할을 함으로써 균열의 진전을 막아주고 응

력의 재분배를 통해 휨 성능을 향상시켰기 때문이라 판

단된다. 서로 다른 두 종류의 PVA 섬유를 섞어서 혼입

한 P series의 경우 기본군인 PVA2 시험체보다 다소 높

은 휨강도를 보였으며 특히 PVA S1.6L0.4 시편은 약

30%의 휨강도 증가를 나타냈다. 이는 짧은 섬유(REC 15)

가 미소 균열을 제어하는 동안 비교적 긴 PVA 섬유

(RF4000)가 다소 큰 균열을 효과적으로 제어함으로써 그

성능이 향상된 것으로 판단된다. PS series의 경우 PVA

섬유 2%에 강섬유 0.25%를 혼입한 경우가 약 40%의 휨

강도 증가를 보였다. Table 3의 휨인성 지수에서 알 수

있듯이 강섬유의 혼입량이 높을수록 최대 하중에 대한

잔여강도의 비가 높아지는 반면에 최대 하중의 값은 낮

아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또한 0.75%의 강섬유를 혼입한

경우는 PVA2 시편보다 더 낮은 휨 강도를 나타내었는데,

이는 이미 많은 부피비의 섬유가 있는 상태에서 0.25%

수준의 강섬유 혼입은 휨 성능 증대에 탁월한 효과를 불

러오나 더 많은 양의 강섬유 혼입은 섬유의 뭉침(fiber

entanglement) 현상 등의 효과로 인하여 그 성능이 오히

려 저감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모든 시편에 대해서 처짐이 L/150 mm(L: 순수지간) 구

간까지의 인성을 계산한 결과 휨 강도 결과의 경향과 유

사하게 P series에서는 PVA S1.6L0.4 시편이 가장 큰 값

을 보였고 PS series에서는 강섬유 혼입률이 증가할수록

작아지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Table 3에서 등가 휨강도

(FJSCE)가 휨강도에 비해 작은 값을 갖는 이유는 아직 합

성섬유 보강 시멘트 복합체에 대한 규정이 제정되어 있

지 않아 강섬유 보강 콘크리트에서 제안하고 있는 방법

으로 하중-처짐 곡선의 아래 면적을 처짐이 2 mm인 구

간까지 계산하였기 때문이다. Fig. 3에서 알 수 있듯이

처짐이 2 mm인 상태에서도 소정의 잔여하중을 받는 것

을 볼 수 있고 2 mm가 지나서도 많은 양의 에너지 소산

능력을 지니고 있는 것을 보아 합성섬유로 보강된 시멘

트 복합체에 대해 강섬유 보강 콘크리트에서 제안하고

있는 등가 휨강도를 적용하는 것은 다소 보수적 평가라

판단된다.

압축강도 시험에 사용된 공시체와 같은 시편을 사용하

여 각 시험체 별 쪼갬인장강도를 측정하였다. 휨 강도 및

휨 인성 결과와 마찬가지의 경향을 나타내었고 P series

중에서 PVA S1.6L0.4 시편이 가장 큰 값을 나타내었다. 

HPFRCC의 경우 일반적으로 일반콘크리트에 비해서

동일한 배합조건의 실험에서도 결과에 대한 편차가 매우

크다. 진행된 실험에서는 섬유의 혼입 변수에 따른 시편

이 변수가 같은 경우 매우 흡사한 거동을 보이고 있으

나 추가적인 실험을 통한 비교분석이 요구된다.Fig. 3 Load-deflection curves of flexural te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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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HPFRCCs의 충격 성능 실험

3.1 실험 변수 및 방법

PVA 섬유를 활용한 HPFRCC 부재의 충격 저항 성능

검토와 섬유의 혼입비에 따른 거동을 평가하기 위하여

섬유의 종류 및 혼입비를 변수로 하는 Table 4에 표시한

총 6종류의 시험체(100 × 100 × 400 mm)를 제작하였으며,

동일한 시험체에 대해 분사식 FRP를 도포한 시험체가

제작되었다. 정하중 휨 실험 결과 PS series의 PVA2-

ST0.25 시편이 가장 큰 휨 성능을 발휘하였으나, 이 연

구에서는 PVA 섬유만을 사용한 P Series 중 가장 성능

이 탁월하였던 PVA S1.6L0.4 시험체를 중심으로 총 4개

의 HPFRCC 부재에 대하여 실험을 수행하였다. 휨 실험

에서 사용하였던 B series의 MORTAR 시험체는 유사한

압축강도의 일반 콘크리트와 0.75% 혼입률의 end hooked

type의 강섬유를 보강한 콘크리트로 시험체로 대체 제작

하였다. 대체 제작된 일반 콘크리트(CN)와 강섬유 보강

콘크리트(SC)는 HPFRCCs 부재와 그 성능을 비교, 분석

하였고 CN과 SC 시편의 물성치는 Table 5에 표시하였다.

Fig. 4와 같은 장치를 사용하여 분사식 FRP를 도포한

시험체는 충격 시험을 실시할 28일 재령 시 FRP와 시험

체 간의 완벽한 부착을 위하여 재령 14일에 제작되었고

그 후 14일 동안 상대습도 50%, 20
o
C에서 양생하였다.

FRP는 Table 6과 같은 30 mm 길이의 유리섬유(glass

fiber)와 폴리에스테르(polyester)가 각각 섬유와 레진으로

사용되었으며 섬유 혼입비는 0.3이었다.

분사식 FRP를 적용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FRP

가 살포되기 전에 시편의 겉면의 이물질을 충분히 제거

한 후 접착제의 역할을 하는 비닐에스테르(vinylester)를

부재에 살포한다. 시험체와 FRP간의 부착성능을 극대화

하기 위하여 비닐에스테르가 충분히 마른 후 분사 장치

를 사용하여 시험체에 FRP를 도포하고 롤러를 이용하

여 FRP와 시험체를 밀착시킨다. 분사식 FRP의 경우 도

포된 FRP의 두께가 중요한 변수 중 하나로 작용한다.

따라서 모든 시편에 대하여 같은 속도와 같은 횟수로

FRP를 분사하였으며 충격시험 후 측정된 분사식 FRP의

두께를 측정하였다. 보강된 FRP의 평균 두께는 1.67 mm

이었다. 

준비된 시험체는 재령 28일 이후 Figs. 5, 6에 나타나

있는 약 1,000 J 용량의 낙하 시험기를 사용하여 부재

중앙에 충격 하중을 가하였으며, 이 때 초기 충격 에너

지의 양은 HPFRCCs의 높은 에너지 소산 능력을 고려하

여 정하였으며 33.62 kg 무게의 추를 0.7 m 높이에서 공

기압을 사용하여 낙하시켰다. 앞에서 실험한 휨 시험과

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점간의 거리는 300 mm

로 하였으며 타격 후 지점의 솟음(rebound)을 막기 위하

여 지점을 고정하였다. 

충격 하중은 추 끝에 달려 있는 텁(tub) 안의 로드셀을

이용하여 부재에 충격이 가해질 때 자동으로 측정되었다.

추가 낙하할 때 속도계의 옆을 지나면서 센서가 작동하

여 속도가 측정되므로 속도계를 최대한 부재에 가깝게

설치하여 속도를 측정하였으며, 부재의 처짐은 낙하 시

험기 자체에서 측정되었다.

Table 4 Test variables and mixture proportions for impact tests

Specimens
Fiber volume fraction (vf, %) W

(kg/m
3
)

C

(kg/m
3
)

S

(kg/m
3
)

G

(kg/m
3
)

S.S

(kg/m
3
)

 SP
a)

(%)

 MC
b)

(%)REC15 RF4000 Steel fiber

CN - - -
170 472 842 855 -

1.0 -

SC - - 0.75 1.1 -

PVA S2.0 2.0 - -

375 938 - - 784 2.0 0.05
PVA S1.8L0.2 1.8 0.2 -

PVA S1.6L0.4 1.6 0.4 -

PVA S1.4L0.6 1.4 0.6 -

*W: Water, C: Cement, S: Fine aggregate, G: Coarse aggregate, S.S: Silica sand

a) High-range water reducing admixture to cement ratio, b) Hydroxypropyl methylcelluose to cement ratio

Table 5 Properties of CN and SC

Specimens
Compressive

strength (MPa)

Flexural

strength (MPa)

Splitting tensile

strength (MPa)

CN 71.9 5.94 4.41

SC 64.0 6.87 5.89

Table 6 Properties of glass fiber and polyester

Materials
Diameter

(µm)

Tensile strength 

(MPa)

Modulus of elasticity

(GPa)

Glass fiber 11 3,400 81

Poylester - 85 8.2Fig. 4 FRP spraying equipment and spraying g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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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실험 결과 및 고찰

각 시편 별 압축 강도 및 충격 시험 시의 극한 하중,

중앙 처짐 및 총 흡수 에너지와 분사식 FRP를 적용하였

을 경우 증가된 정도를 Table 7에 정리하였고, 하중-처짐

관계 그래프는 Figs. 7, 8과 같다. 주지할 사항은 Table 7

의 최대 하중 값은 섬유 구성에 따른 시험체의 평균값

이고, Figs. 7, 8은 각 변수별로 실제 측정된 대푯값이다. 

먼저 분사식 FRP로 보강되지 않은 시험체를 살펴보면,

PVA S1.6L0.4 시편이 65.13 kN의 가장 높은 극한 하중

을 보였고 이와 동시에 6.99 mm의 가장 큰 중앙 처짐을

나타내었다. 하중-처짐 곡선에서 그래프로 둘러싸여 있

는 아래 면적으로 정의할 수 있는 에너지 소산 능력, 즉

에너지 흡수 능력은 가장 높은 극한 하중과 가장 큰 처

짐을 보인 PVA S1.6L0.4 시험체에서 나타났다. PVA

S1.6L0.4 시험체가 흡수한 총 에너지는 CN 시험체의 총

Fig. 5 View of impact test machine

Fig. 6 Failed specimen of impact test

Table 7 Results of impact test

Specimens
Maximum load

(kN)
PFRP / Pn

Deflection at

maximum load (mm)
dFRP / dn Total energy (J) EFRP / En

CN
CN 44.31

1.68
1.89

1.83
65.22

3.53
CN-FRP 74.50 3.46 230.43

SC
SC 54.64

1.32
5.16

0.67
213.89

1.05
SC-FRP 71.89 3.47 225.37

PVA 2
PVA2 48.50

1.40
5.30

0.93
255.60

1.41
PVA2-FRP 67.67 4.95 361.42

PVA 

S1.8L0.2

PVA S1.8L0.2 53.68
1.17

5.97
0.85

230.19
1.11

PVA S1.8L0.2-FRP 63.05 5.10 256.38

PVA

S1.6L0.4

PVA S1.6L0.4 65.13
1.10

6.99
0.66

357.08
1.28

PVA S1.6L0.4-FRP 71.68 4.64 457.08

PVA 

S1.4L0.6

PVA S1.4L0.6 54.58
1.06

6.62
0.91

314.67
1.27

PVA S1.4L0.6-FRP 57.80 6.05 399.14

Fig. 7 Load-deflection curves of impact tests (non-retrofitted

speci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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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흡수 능력의 약 5.5배인 357.08 J이었다. PVA

S1.6L0.4 시편의 경우 다른 시편보다 파괴시의 최종 중

앙 처짐의 값이 약 17 mm로 두 배 정도 큰 값을 보였다.

또한 대부분의 시편이 파괴가 될 때까지의 시간이 2 ms

이었던 반면에 PVA S1.6L0.4 시편은 약 10 ms로 다른

시편들 보다 더 오랫동안 에너지를 흡수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점은 앞에서 기술된 휨 실험 결과와 일치하는

결과이며 PVA S1.6L0.4 시편이 휨 저항 성능뿐만 아니

라 가장 높은 충격 저항 성능을 지니고 있다고 판단된

다. 이는 이 시편에서 사용된 두 종류의 PVA 섬유비가

음력의 가교 역할을 하는데 가장 효과적임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Fig. 9에서 보듯이 균열면 전체에 단섬유(REC15)가 매

우 촘촘히 퍼져있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장섬유(RF4000)

또한 균열면을 따라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파괴 메커니즘이 섬유의 파단(rupture)이라

기보다는 주로 섬유의 뽑힘(pull out) 현상이라는 것을 보

여주고있다. 따라서 충격 하중이 가하여 질 경우, 섬유

가 가교역할을 함으로써 균열진전을 막아 더 높은 인성

을 나타내는 것이라 판단된다. 

다른 시편의 실험 결과와 달리 강섬유 보강 콘크리트

는 측정된 최대하중이 평균값과의 편차가 10% 정도로

크게 나타났으나, 총에너지 소산도의 편차는 2.8%로 작

게 나타났다. 강섬유 보강 콘크리트는 PVA2 시편보다 다

소 높은 극한 하중을 나타내었지만 모든 HPFRCCs 시편

의 에너지 소산 능력보다는 작은 성능을 보였다. 즉 높

은 변형률을 갖는 하중에 대해서는 HPFRCCs가 강섬유

로 보강된 콘크리트보다 효과적으로 저항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Table 7에서 볼 수 있듯이 CN 시편에 분사식 FRP가

적용됐을 경우 극한 하중, 중앙 처짐, 총 소산 에너지 등

의 값이 크게 향상된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는 분사식

FRP만으로도 상당한 수준의 충격 저항 성능의 향상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흡수된 총 에

너지의 절대값을 비교하면 분사식 FRP로 보강된 일반

콘크리트는 분사식 FRP가 적용되지 않은 HPFRCCs의

에너지 소산 능력보다 작게 나타났다. 단섬유로만 보강

된 HPFRCC 시편이 FRP로 보강된 경우 약 40%의 최대

하중과 에너지 소산도를 보였다. 또한 하이브리드 PVA

섬유보강 HPFRCCs를 분사식 FRP로 보강한 경우, PVA

2 시편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은 30% 이내로 향상된 에

너지 흡수 능력을 보였다. 

CN 시편을 제외한 모든 시편에서 분사식 FRP로 보강

된 시편의 중앙 처짐이 보강되지 않은 시편보다 더 높

은 에너지 소산 정도에도 불구하고 더 작은 중앙 처짐

이 발생하였다. 이는 Fig. 8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FRP

보강으로 인해 강도는 약 10% 증가한데 비해 강성이 크

게 향상되었기 때문이다. 

 4. 결 론

이 연구에서는 서로 다른 형상비를 가진 두 종류의

PVA 섬유를 이용한 HPFRCCs에 대한 휨 성능과 충격

저항 성능을 평가하였다. 또한 강섬유의 혼입률과 분사

식 FRP의 보강의 영향에 대한 실험도 실시하였다. 이 연

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PVA 섬유의 혼입으로 인하여 시편의 휨 강도 및 연

성이 크게 증가하였고 서로 다른 두 종류 PVA 섬

유의 혼입비를 변화시켜 실험한 결과 1.6%의 단섬

유와 0.4%의 장섬유가 혼입된 PVA S1.6L0.4 시편

에서 가장 높은 휨 성능 및 연성을 나타냈다.

HPFRCCs의 경우 동일한 배합에서도 매우 큰 편차

를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실험을 통한 비

교 분석이 필요하다. 

2) 2%의 PVA 섬유에 0.25%, 0.5%, 0.75%의 강섬유를

추가적으로 혼입하였을 경우 소량의 강섬유 혼입은

콘크리트의 인성을 크게 증가 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강섬유의 혼입량이 커질수록 섬유의 뭉침

현상으로 인한 성능의 저하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PVA S1.6L0.4 시편에 0.25%의 강

섬유를 혼입하면 매우 큰 휨강도 및 연성의 향상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된다. 

3) 충격하중 재하 시, 일반 콘크리트에 비하여 HPFRCCs

가 더 높은 충격 저항 성능을 발휘하였다. PVA

S1.6L0.4 시편은 단섬유와 장섬유의 효과적인 응력

Fig. 8 Load-deflection curves of impact tests (retrofitted

specimen)

Fig. 9 Crack surface of PVA S1.6L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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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가교 역할로 인하여 다른 시편에 비해 충격 하

중 재하 시, 가장 높은 극한 하중을 보였으며 파괴

시까지의 시간이 가장 길고 처짐이 가장 컸다. 이

로 인하여 가장 높은 에너지 흡수 능력을 보였다.

강섬유만으로 보강한 콘크리트는 대부분의 HPFRCCs

시편의 에너지 소산 능력보다 작은 성능을 나타내

었다. 

4) 분사식 FRP를 시편에 적용하였을 경우, 모든 시편

의 극한 하중이 증가하였고 총 소산된 에너지의 양

이 증가하였다. 특히 일반 콘크리트의 경우 그 증

가폭이 매우 컸으나 증가된 성능은 분사식 FRP로

보강되지 않은 HPFRCCs의 성능보다는 작았다. 

5) 분사식 FRP가 적용되었을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PVA

S1.6L0.4 시편이 가장 높은 충격 저항 성능을 나타

내었으며 보다 정확한 향상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

여 초기 에너지를 증가시킨 추가 실험이 필요할 것

이라고 판단된다. 

6) CN 시편을 제외한 모든 시편에서 분사식 FRP가 적

용됐을 경우, 최대 하중 시의 처짐은 감소하였지만

총 에너지 흡수 정도는 증가하였다. PVA 섬유 보강

콘크리트에서는 강성이 크게 향상되어 최대하중 시

의 변형량이 감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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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일반 콘크리트에 비해 많은 양의 섬유 혼입으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연성적이고 인성적인 고성능 시멘트계

복합체는 극심한 하중을 받거나 내구성의 문제가 있는 곳에 사용될 수 있다. PVA 섬유를 사용하는 고성능 시멘트계 복

합체의 경우 기존의 국내외 연구에 의하면, 2%의 섬유 혼입비에서 가장 높은 성능을 발휘한다고 알려져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PVA 섬유의 총 혼입비를 2%로 일정하게 유지시킨 채, 서로 다른 형상비를 가진 PVA 섬유를 사용하여

최적의 배합을 선정하고자 고성능 시멘트계 복합체의 휨 성능 실험을 실시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고성능 시멘트

계 복합체에 강섬유를 혼입하여 그 성능의 변화를 비교, 분석하였다. 또한 높은 변형률을 갖는 하중에 대하여 고성능

시멘트계 복합체의 거동을 확인하고자 충격 시험을 실시하였다. 이와 동시에 분사식 FRP를 도포한 고성능 시멘트계 복

합체의 충격 저항 성능 역시 평가하였다. 위의 실험 결과 1.6%의 단섬유(REC15)와 0.4%의 장섬유 (RF4000)가 혼입된

시편이 휨 성능 및 충격 성능에 대해 탁월한 성능을 발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핵심용어 : PVA 섬유, 고성능, 섬유보강 복합체, HPFRCC, 분사식 F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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