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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섬유 보강 콘크리트의 수송계수 및 부식저항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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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the corrosion properties of reinforced concrete with the addition of steel fibers. The transport

properties of steel fiber-reinforced concrete such as permeable void, absorption by capillary action, water permeability and chloride dif-

fusion were first measured to evaluate the relationship with the corrosion of steel rebar. Test results showed a slight increase on the com-

pressive strength with the addition of steel fibers as well as considerable improvement of penetration resistance to mass transport of

harmful materials into concrete. The addition of steel fibers in reinforced concrete accelerated the initiation of steel corrosion contrary

to the expected results based on the measured transport properties. The NaCl ponding surface showed the spalling failure due to the cor-

rosion expansion of steel fibers and the cut-surface around the steel rebar showed the localized steel fiber's corrosion. The wet-dry

cycling with high chloride ions as well as high temperature seems to induce the increase of salt crystallization on the pores continually

and the increased pressure with the steel fiber's corrosion on the pores caused the spalling failure on the exposed surface. The micro-

cracking on the surface therefore accelerated the movement of water, chloride ions and oxygen into the embedded steel rebar. The mech-

anism affecting corrosion of embedded steel reinforcement with steel fibers in this study are not yet fully understood and require further

study comprising of accurate experimental design to isolate the effect of steel fiber's potential mechanism on the corrosion process.

Keywords : fiber reinforcement, corrosion, absorption, permeability, diffusion

1. 서 론

염화물, 산, 황산염 및 알칼리염등과 같은 유해물질의

침투로 인한 콘크리트 구조물의 성능저하는 콘크리트 내

부의 복잡한 공극 체계와 함께 화학성분과의 상호작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다. 이러한 유해한 성분에 노출된 구

조물은 다양한 물리적 혹은 화학적작용을 통해서 장기간

에 걸쳐 구조물의 내구성저하를 가져온다. 일반적으로 모

세관 공극을 통한 유해물질의 흡수는 주로 단기간에 이

루어지나, 투수 및 확산작용은 상대적으로 장기간에 걸

쳐 일어난다.
1)
 특히 건습 싸이클링(wet-dry cycling)을 통

한 유해물질의 침투는 해양 환경에 노출된 구조물에서는

흔한 현상 중에 하나이며, 이러한 반복적인 구조물의 건

습작용은 콘크리트 내부의 공극에서 염분결정체의 부피

증가로 인한 내부응력의 증가를 유도함으로써 장기간에

걸쳐 구조물의 성능을 저하시킨다.
2)
 공극에 존재하는 염

분은 습구(wet)기간 동안 염분(salt)이 가지는 특징인 흡

습성(hygroscopic effect)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염분용

액을 콘크리트 내부로의 흡수를 유도함과 동시에 결과적

으로는 공극에서의 염분침투의 가속화를 진행시킨다. 또

한 건조기간에는 공극 내부의 물이 증발하여 염화물의

결정에 영향을 주게 되며, 이러한 반복적이며 지속적인

화학적 혹은 물리적작용은 공극에서 염분의 증가를 가져

와 결국에는 전체부피당 침투성공극의 부피를 감소시키

는 결과를 가져온다. 특히, 건습 싸이클링을 통한 유해

물질의 축적은 싸이클링 회수와 노출기간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며, 부분적 혹은 완전히 건조된 콘크리트는 모세

관 작용에 의한 염화물 혹은 황산염이 녹는 바닷물을 포

화상태가 될 때까지 흡수한다.
3) 
염분용액의 표면인장 및

공극반경은 용액의 콘크리트 내부로의 구동력에 영향을

주며, 모세관 흡수로 인한 최대 도달 높이는 염분용액의

밀도와 점성에 의존한다.
2) 
콘크리트의 투과성은 유해한

화학성분을 포함하는 습기의 침투와 반복적인 건습이 일

어나는 동안 물질의 이동을 제어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내구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콘크리트 투과성은

페이스트 내부에 존재하는 공극률에 크게 의존하지만, 페

이스트-골재 계면의 구조 및 내부 균열에도 많은 영향을

받는다.
4)
 염화이온의 확산현상은 내부 공극간의 염화물

의 농도차이로 인해 구동력이 발생하며, 지속적인 용액

의 공급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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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0년간 콘크리트의 성능을 극대화하여 다양한 구

조물에 적용하고자 섬유 보강 콘크리트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5)
 섬유의 길이, 형상, 종류 및 혼

입율 변화를 통한 많은 연구성과를 이루었으며, 또한 진

화(HPFRCCs, ECC)를 거듭하고 있다. 하지만 주로 물리

적인 특성에 초점이 되었으며, 유해물질의 전달 메커니

즘에 대한 연구 사례는 매우 드문 실정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현장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섬유인 강섬유를

혼입하여 먼저 압축강도, 흡수성, 투과성 및 염소이온의

확산성의 변화에 대해서 알아본 후 건습 싸이클링을 변

수로 한 강섬유보강 콘크리트와 철근과의 부식 연관성에

대해서 실험 및 비교 평가를 수행하였다.

 

2 실험 계획

2.1 실험재료

이 연구에서는 2종 중용열 포틀랜드시멘트를 사용하였

으며, 잔골재는 비중 2.65, 조립률 2.39인 강모래를 사용

하였다. 굵은골재는 최대치수 9.5 mm, 비중 2.28인 부순

골재를 적용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강섬유는 현재 강섬

유 보강 콘크리트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길이

30 mm, 지름 0.55 mm 및 형상비가 55인 번들형태의 국외

B사에서 생산하는 hooked collated type을 사용하였다(Fig.

1). 실험에 사용된 강섬유의 물성은 Table 1과 같다.

2.2 배합설계 및 양생

2종류의 물-시멘트비로 나누어 강섬유를 0, 70 kg/m
3
을

혼입하였다. 콘크리트의 혼합은 강제식 팬형 믹서에 먼

저 잔골재와 굵은골재를 투입하고 1분간 건비빔을 실시

한 후 50%의 물을 첨가하여 다시 1분간 비빔을 하였다.

그 후 시멘트와 나머지 물 50% 및 고성능 감수제를 첨

가하여 2분간 비빈 후 마지막으로 섬유를 추가하였다.

비빔이 완료된 후 섬유의 균일한 분포를 위해 굳지 않

은 콘크리트를 200 × 400 × 600 mm 크기의 나무 몰드에

부어 공시체를 제작한 후 23 ± 2
o
C의 온도와 상대습도

50 ± 2% 실내에서 24시간 동안 초기 양생을 실시한 후

탈형하여 상대습도가 100%인 습윤실에서 28일간 습윤양

생을 하였다. 압축강도, 공극률, 흡수성, 투수계수 및 염

화이온의 확산계수를 측정하기 위한 직경 100 mm, 높이

200 mm의 원주형 공시체의 제작은 습윤양생 15일째 코

어링을 실시하였다.

3 실험 방법

3.1 공극률 실험

침투성 공극률(permeable voids)을 측정하기위해 각 배

합당 3개의 시험체 (100 mm × 76 mm)를 준비하여 ASTM

C 642
6)
에 따라 실험을 진행하였다. 동일 시험체를 가지

고 연속적으로 오븐건조 후 질량, 장기간 침수 후 질량,

5시간 물에 끊인 다음 14시간 식힌 후 질량을 측정한 후

마지막으로 겉보기 질량을 측정하여 식 (1)을 이용해 침

투성 공극을 계산하였다.

(%) (1)

여기서, Pv는 침투성 공극률(%), g1은 체적 비중, g2는 겉

보기 비중이다. 

3.2 흡수율 실험

모세관 공극을 통한 흡수력은 시간에 따른 질량의 증

가를 ASTM C 1585
7)
에 따라 실험을 진행하였다. 100 mm

× 50 mm 공시체 3 개를 사용하여 시간에 따른 물의 흡

수량을 측정하였으며, 식 (2)를 이용해 초기 및 장기 흡

수율을 계산하였다.

P
v

g
2

g
1

–( )
g
2

--------------------- 100×=

Fig. 1 Hooked steel fiber

Table 1 Properties of steel fiber

Property Hooked steel fiber

Density 7.85

Diameter (mm) 0.55

Length (mm) 30

Aspect ratio (l/d) 55

Tensile strength (MPa) 1100

Elastic Modulus (GPa) 200

Acid/alkali resistance Low

Table 2 Mix proportions

Mix 

type

W/C 

(%)

Unit weight (kg/m
3
)

W C S G Fiber HWA
*

F1 44 159 360 879 852 0 4.4

F2 44 159 360 879 830 70 4.4

F3 37 164 444 804 844 0 4.4

F4 37 164 444 804 822 70 4.4

*: High range water reducing admix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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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여기서 I는 물의 침투깊이(mm), mt는 측정된 시간에서의

공시체의 질량변화(g), d는 물의 밀도(g/cm
3
), a는 물에

노출된 공시체의 표면적(mm
2
), Pv는 침투성 공극률(%)

이다. 측정된 흡수율에 침투성 공극률을 곱하여 실제 물

이 도달한 높이를 나타내었다. 

3.3 투과성 실험

콘크리트의 투과성실험은 Soongswang et al.
8)
에 의해

제안된 실험방법을 사용하였다. Fig. 2는 콘크리트 투수

성실험에 대한 도식적 표현이다. 275.8 kPa의 압력은 플

랙시글라스(plexiglass)로 둘러싸여진 작은 챔퍼(chamber)

의 저장된 물에 전달이 되면서 시험편의 전 표면에 일

정한 압력이 전달이 된다. 시험편의 바닥은 대기압에 노

출이 되어 있어 시간에 따른 물의 이동거리를 측정하였

다. 식 (3)을 사용하여 투수계수를 측정하였으며, 배합당

3개의 시험편을 준비하였다.

(3)

여기서 Kw는 투수계수(m/sec), ρ는 물의 밀도(mg/m
3
), H

는 시험편의 높이(m), P는 물의 압력(Pa), Q는 단위시간

에 유입된 액체의 체적(m
3
/sec), A는 시험편의 단면적(m

2
)

이다.

3.4 염소이온 확산 실험

염소이온의 확산작용에 대한 실험은 ASTM C 1556
9)

에 준하여 3개의 시험편을 준비하여 실험을 수행하였다.

시편을 100 mm × 100 mm로 자른 후 노출면을 제외한 표

면을 에폭시로 코팅을 한 후 16.5%의 염화나트륨용액에

1년간 실내 환경에서 침수를 시켰으며, 5주마다 용액을

교환하였다. 침수기간이 완료된 후 시편을 노출면에 평

행하게 절단하여 미세하게 분쇄한 후 단위부피당 함유된

염소이온의 양을 측정하였다. Fick의 확산 제 2법칙을 사

용하여 염소이온의 확산계수를 측정하였다.

(4)

여기서 C(x,t)는 거리차(x) 및 노출시간(t)에서의 염소이

온농도, Cs는 표면염소이온농도 Ci는 초기염소이온농도,

De는 확산계수, erf는 오차함수이다.

3.5 철근부식 실험

강섬유로 보강된 철근콘크리트의 부식에 관한 실험은

ASTM G 109
10)
에 따라 실험을 진행하였다. 강섬유는 시

험체와 철근(D13)의 직경을 고려하여 절반으로 절단한

후 끝부분을 구부려 절단하기전과 같은 형태를 유지하였

다. 3개의 삽입된 철근은 건습 싸이클링에 대한 부식성

을 높이기 위해 철근의 표면을 마모시켜서 사용하였다.

또한 부식전위(corrosion potential)를 측정하기 위해 시험

편 중심부에 티타늄바를 삽입하였다. 시험편을 완성한 후

32
o
C 실내에서 실험을 진행하였으며, 시편위에 작은 플라

스틱 챔버에 염화나트륨 농도 16.5%를 유지하면서 2주간

습식 후 물을 배수하고 노출표면을 마른수건으로 닦은 후

다시 2주간 건조를 반복하면서 시간에 따른 부식전위와

전압을 매일 1회를 측정하였다. 전압은 시험편에 부착된

저항을 가지고 전류로 다시 환산한 후 모니터링 하였다.

시험체 몰드 및 실험과정은 Figs. 2와 4에서 보여준다. 

I m
t

d

a
--- P

v
×=

K
w

ρ
HQ

PA
---------=

C x t,( ) C
s

C
s

C
i

–( ) erf 
0.5x

D
e

t×
------------------⎝ ⎠

⎛ ⎞×–=

Fig. 2 Schematic diagram for permeability of water

Fig. 3 Mold for steel corrosion test

Fig. 4 Testing specim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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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험 결과

4.1 압축강도

강섬유의 혼입으로 인한 압축강도 결과는 Fig. 5와 같

다. 강섬유(70 kg/m
3
)를 혼입한 F2 와 F4 배합에서 모두

압축강도의 증가를 보여주었다. 물-시멘트비가 44%인 경

우(F1, F2)는 강섬유의 혼입으로 인해 압축강도가 13%

정도 증가하였지만, 물-시멘트비가 37%인 경우(F3, F4)

강섬유의 혼입으로 압축강도의 증가가 5% 정도로 물-시

멘트비가 44%인 배합보다 다소 낮은 강도를 보였다. 기

존의 연구결과에서도 보듯이 10% 내외의 압축강도 변화

는 섬유자체의 특성보다는 콘크리트 모체에 더욱더 영향

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11,12)

4.2 수송특성

강섬유의 혼입전후 침투성공극의 변화는 12~13% 정도

로 강섬유 혼입으로 의한 공극의 변화는 크지 않다는 결

과를 보였다. 침투성 공극률을 적용하여 모세관흡수에 의

한 흡수계수의 결과는 Fig. 6과 같다. 물-시멘트비가 44%

인 배합(F1, F2)은 강섬유(70 kg/m
3
)의 혼입으로 인해 모

세관현상에 의한 흡수력이 초기(initial) 및 2차(secondary)

에서 모두 낮은 결과를 보였다. 물-시멘트비가 37%인 배

합(F3, F4)의 경우는 강섬유(70 kg/m
3
)의 혼입의 결과 초

기 및 2차 흡수력에서 모두 급격한 감소를 보였다. F3

배합에서의 초기흡수계수는 Fl 배합의 초기흡수계수와

비교시 이례적으로 큰 값을 보여주는데, 이는 실험을 준

비하는 과정에서 실험체의 노출표면상태가 상대적으로

건조하였거나 혹은 공극량이 크게 분포된 면을 절단하여

모세관 공극으로의 초기흡수력이 크게 작용한 후 점자

안정의 단계로 접어 든 것으로 판단된다. 

물의 투과성 실험 결과는 Fig. 7에서 보여주듯이 강섬

유의 혼입으로 인한 투수계수의 감소가 F3 과 F4 배합

모두에서 약 20% 정도 낮게 나타났으며, 물-시멘트비가

낮은 배합에서 투수계수도 낮게 나타났다. 염소이온의 확

산계수 실험 결과는 Fig. 8에서 보여준다. 전반적으로 투

수계수의 실험 결과와 비슷한 경향이 나타났으나, F1과

비교하여 강섬유를 혼입한 F2 배합에서는 약 60% 정도

의 급격한 확산계수의 감소가 나타났다. 이것은 강섬유

혼입의 결과보다는 앞 단락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실험

체를 선택하는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공극량이 많은 실험

체를 사용한 결과로 판단된다. F4의 배합에서는 F3 배합

과의 비교시 약 30% 정도 감소하였다. 

공극률, 흡수성, 투과성 및 확산성에 대한 실험 결과를

종합해보면 물-시멘비가 44%와 37%에서 모두 강섬유의

혼입으로 인해 물과 염화이온의 수송능력에 대한 저항성

의 증가를 보여 주었다. 이는 구조용 강섬유와 시멘트풀

Fig. 5 Test results of compressive strengths

Fig. 6 Test results of absorption

Fig. 7 Test results of permeability

Fig. 8 Test results of chloride diffu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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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의 강한 결합력을 바탕으로 한 강도 증진 효과의 결

과인 것으로 보인다.

4.3 철근부식 특성

Figs. 9~12는 각 배합에서 장기간의 건습 싸이클링(wet-

dry cycling)을 통한 철근 보강근에서의 전류의 변화를 모

니터링한 결과를 보여준다. Fig. 9는 강섬유를 사용하지

않은 물-시멘트비가 44%인 F1 배합의 실험 결과이다. 초

기노출기간에서는 부식전위가 다소 증가하다가 점차적으

로 감소하여 154일 경에 부식전위의 급격한 감소와 더

불어 전류의 증가가 나타났다. 이것은 고농도 염화나트

륨용액을 상대적으로 고온의 실험환경에서 반복적인 건

습 싸이클링을 통해 염화물이 흡수, 투과 및 확산등과

같은 복합적 전달 메커니즘을 통하여 점진적으로 철근의

표면에 도달하여 콘크리트 중성화의 가속화와 더불어 철

근표면의 얇은 부동태 피막을 파괴하여 철근의 부식이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겠다. 또한 철근부식 과정에 나타

나는 체적팽창과정을 통해 미세균열의 증가와 더불어 외

부로 부터의 산소, 염화물 및 물의 공급이 더욱 용이해

져 건습 싸이클링의 증가와 함께 급격한 철근부식이 진

행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철근부식이 진행되면서 건조기

간에는 부식전위의 감소와 함께 전류의 증가가 나타났으

며, 습구기간에는 부식전위의 증가 및 전류의 감소현상

이 나타났다. Fig. 10에서는 물-시멘트비 44%에서 강섬

유(70 kg/m
3
)의 혼입한 배합(F2) 결과를 나타낸다. 철근이

103일 경에 부식을 시작하였으며, 강섬유를 사용하지 않

은 배합(F1)과의 비교시 약 50일정도 더 빠르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후 철근의 부식정도는 더 활발히 진행이 되

고 있음을 나타낸다. 물-시멘트비가 37%인 배합은 물-시

멘트비가 44%인 배합과 비교시 철근부식 시점이 훨씬

더 길다는 것을 보여준다. 섬유를 보강하지 않은 배합

(F3)에서는 733일 경에 철근의 부식이 시작이 되었고(Fig.

11), 강섬유를 보강한 배합(F4)의 경우(Fig. 12)는 훨씬 앞

선 504일 경에 철근부식이 시작이 되었다. 특히, 앞 장

에서 강섬유를 보강함으로써 유해물질의 흡수력, 투과성

및 확산성의 저항성이 증가된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한

예상된 결과와는 상반되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13}

 이와 같

은 결과는 Fig. 13에서 보듯이 건습 싸이클링을 통한 철

근부식 과정에서 염화나트륨용액이 침투하는 콘크리트

표면부근의 공극에서의 소금결정체의 성장과 더불어 강

섬유의 부분적인 부식증가로 인한 반복적인 표면박리현

상의 결과로 인해 미세균열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이 되

며, 이러한 강섬유의 반복적인 부식팽창증가는 표면층에

Fig. 9 Monitoring for steel corrosion (F1)

Fig. 10 Monitoring for steel corrosion (F2)

Fig. 11 Monitoring for steel corrosion (F3)

Fig. 12 Monitoring for steel corrosion (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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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 미세균열을 증가시켜 염소이온, 물 및 산소의 침투

를 가속화 시켰으며, 이로 인하여 콘크리트 중성화 및

철근표면의 부동태 피막의 파괴를 앞당긴 것으로 판단된다.

Fig. 14는 실험 후 철근이 삽입된 부분에서의 절단된

면을 보여준다. 절단 후 철근 및 강섬유를 관찰한 결과

철근의 심각한 부식과 더불어 철근주변의 강섬유에서도

부분적인 부식이 관찰 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강섬유의

보강은 수송특성에 관한 개별적 실험에서는 유해물질의

차단 및 저항성의 증가를 보여주었으나, 고농도 및 고온

의 실내 환경에서의 건습 싸이클을 통한 철근부식 과정

에서는 표면에서의 강섬유의 부식으로 인한 표면박리현

상이 철근의 부식을 가속화 시킨 것으로 판단된다. 

5. 요약 및 결론 

이 연구에서는 강섬유의 보강이 건습을 반복하는 과정

에서 철근의 부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한 실험

적 연구를 진행하였다. 먼저 유해물질의 수송특성을 알

아보기 위해 공극률, 흡수성, 투과성 및 확산성에 관한

실험 후 강섬유 보강 콘크리트와 철근부식과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이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강섬유의 보강으로 인해 F2, F4 배합에서 약간의 압

축강도증진을 보였으나, 이는 섬유의 효과보다는 콘

크리트 모체에 더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판단이

된다. 

2) 강섬유를 보강한 F2 와 F4 배합에서는 침투성 공극

률 측면에서는 뚜렷한 변화를 보여주지는 않았으나,

흡수성, 투과성 및 확산성에서는 비슷한 경향과 함

께 뚜렷한 유해물질의 저항성 증가를 보여주었다.

이는 강섬유의 보강으로 인해 시멘트 풀과의 우수

한 화학적, 역학적 부착성능의 향상으로 인한 결과

로 판단된다.

3) 철근부식에 관한 실험에서 시간에 대한 전류변화

모니터링 결과 강섬유를 보강한 F2, F4 배합에서의

철근부식 시점이 기준공시체 F1, F3 보다 훨씬 빠

르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4) 건조와 습식이 반복되는 고온의 실험환경에서 염화

나트륨의 용액이 콘크리트 표면근처의 공극에서 소

금결정체의 증가와 함께 강섬유의 부식팽창을 유도

하여 콘크리트 표면에서의 반복적인 박리작용을 통

해 미세균열을 유도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염소이

온과 더불어 물과 산소의 침투를 가속화하여 콘크

리트의 중성화 및 철근부식을 가속화 시킨 것으로

판단된다.

5) 강섬유 보강 콘크리트의 개별적인 수송특성을 바탕

으로 철근부식을 예상하는 것 보다는 노출조건과

강섬유와 시멘트풀과의 화학적 반응으로 인한 물리

적작용도 함께 고려하여 철근부식에 관한 예측을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6) 강섬유의 보강으로 인한 철근의 부식관계를 보다

명확한 인과관계를 밝히기 위해서는 메트릭스안에

서 강섬유의 부식팽창 메커니즘에 대한 보다 상세

한 실험적 검증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7) 이 연구를 바탕으로 실무에서 건습 싸이클링과 염

해에 노출된 구조물의 경우, 가급적 강섬유의 사용

을 제한할 필요가 있으며, 강섬유의 대체재인 구조

용 PVA 혹은 PP 섬유를 사용하여 노출표면에 가까

운 공극에서의 염분증가로 인한 표면박리현상을 억

제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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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이 연구에서는 강섬유로 보강된 철근콘크리트에서의 부식 특성에 관한 실험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먼저 강

섬유의 보강콘크리트의 수송특성, 즉 공극률, 흡수성, 투과성 및 염소이온 확산성에 관한 실험을 수행하여 철근부식과

의 관계를 비교 평가 하였다. 강섬유의 보강으로 인해 약간의 압축강도 증가와 함께, 흡수성, 투과성 및 확산성에 관한

실험 결과에서도 콘크리트 내부로의 유해물질의 침투저항성이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철근부식과의 관계에서

는 예상된 결과와는 다르게 강섬유의 혼입이 철근부식을 가속화 시키는 경향이 나타났다. 염화나트륨 용액이 침투하는

노출면에서는 강섬유의 부식팽창으로 인한 표면박리현상이 관찰되었으며, 철근부위 절단면에서는 철근 주변에 강섬유

의 부식이 국부적으로 관찰 되었다. 고온 및 고농도의 염화물 환경에서의 건습 싸이클링이 노출표면에 가까운 공극에

서 지속적으로 염분결정체의 증가와 더불어 내부공극에서의 강섬유의 부식으로 증가된 압력이 표면 박리를 일으킨 것

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는 노출면 부근에서의 미세균열을 증가가 물, 염화이온 및 산소의 침투를 보강근으로의 가속화

를 진행 시킨 것으로 판단이 된다. 이 연구에서는 강섬유로 보강된 철근콘크리트에서 철근부식에 영향을 주는 명확한

메커니즘은 충분히 규명이 되지 않았으며, 보다 명확한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부식과정에서 강섬유의 잠재적인 부

식팽창에 관한 보다 상세한 실험적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진다. 

핵심용어 :섬유보강, 부식, 흡수, 투과성, 염소이온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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