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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출성형 ECC 패널을 이용하여 제작된 복합바닥슬래브의 휨 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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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presents a reinforced concrete composite deck slab system newly developed using a high ductile ECC

extrusion panel. In the construction practice, the cracking of reinforced concrete slab often becomes a problem especially in parking

garages, underground structures, and buildings. The ECC panel manufactured by extrusion process as a precast product has not only

a high-quality in control of cracking but also a merit in applying the construction of concrete slab because the use of ECC panel

can realize a formless or half-precast construction with cast-in-place concrete. In the newly developed deck slab system, the ECC

extrusion panel is located in the bottom of slab with the thickness of 10 mm, reinforcements are assembled and located on the ECC

panel, and finally the topping concrete is placed in the field. In order to evaluate the newly developed slab system, experimental

works by four point bending test are conducted to compare with the conventional reinforced concrete slab system. From exper-

iment, the developed deck slab system using a ECC panel gives many improved performances both in control of bending cracking

and in load-carrying capacities of slabs. 

Keywords : ECC, extruded panel, composite deck slab, flexural experiments, crack control

1. 서 론

고인성 시멘트 복합체(engineered cementitious composite;

ECC)는 시멘트 복합체 내에 최초 균열 발생시 혼입된

단섬유가 균열에서 가교작용을 하면서 응력과 파괴에너

지를 부담함으로써 최초의 균열 발생 후에도 즉시 파괴

에 도달하지 않고, 2차 균열이 유도되도록 설계한 재료

이다. 이로 인해 ECC는 1축 인장 하에서 다중미세균열

(multiple micro-cracks)이 발생하여 큰 연성을 갖는 변형

경화형 시멘트 복합체이다. 현재까지 국내의 ECC 재료

연구는 단섬유를 3차원 방향으로 무작위로 분산 배합하

여 제작하는 타설형
1,2)

 또는 뿜칠형
3)
으로 초점이 맞추어

져 왔다. 

압출성형 시멘트 복합재료 패널은 시멘트, 규산질 원

료, 섬유 등을 사용하여 진공 압출성형하는 것으로 세피

올라이트(sepiolite) 등과 같은 천연광물과 보강용 섬유를

충분히 혼입하여 휨강도 및 휨강성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제작하는 제품이다. 이러한 압출성형기법을 ECC에 적용

함으로써 비례변형한도 내에서는 재료의 강도 및 탄성계

수를 크게 향상시킬 수 있고, 비례변형한도 이후에는 높

은 연성이 유지되도록 만들 수 있다. 또한 ECC와 같이

비교적 많은 양의 섬유가 혼입된 시멘트복합재료를 제작

할 때 압출성형 기법을 사용하면, 섬유의 방향성을 의도

적으로 부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압출성형

기법으로 제조된 ECC의 경우, 균열면 가교작용을 하는

섬유의 방향을 인위적으로 균열면과 수직하게 배열함으

로써 섬유의 방향성이 3차원 랜덤 분산되는 일반 타설

ECC에 비하여 높은 균열저항성을 부여할 수 있게 된다.

해외에서는 Shao
4)
와 Stang 등

5)
이 ECC 압출성형을 구현

하여 제품 제조에 관한 기초적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타

카시마
6)
와 야마모토

7)
는 ECC 압출성형 제품을 개발하여

휨거동 특성 등을 보고한 바 있다. 국내에서는 선행연구

에서 압출성형된 ECC 패널을 제작하였으며,
8)
 조성물 특

성, 혼입된 섬유의 분산성, 배향각, 그리고 분포특성이

패널의 성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정량적인 연구방법

및 결과를 제시한 바 있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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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시공현장에서의 시공효율화 및 녹색기술에 관한

관심증대로 인해 건설현장에서도 콘크리트 공사의 프리

캐스트화 공법에 관한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10)

 더불어

ECC 재료와 같이 섬유를 포함하고 있는 시멘트계 재료

는 현장타설에 비해 프리캐스트화 할 경우 품질확보에서

유리하고, 압출성형 기법을 적용할 경우 보다 높은 성능

의 제품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이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최초로 ECC 재료에 대한 압출성형 기술을 적

용한 복합바닥구조시스템 공법 기술을 제시하였다. 이 공

법은 거푸집 및 가설공비에 따른 공사비, 노무비 및 공

기를 줄일 수 있는 무거푸집 바닥구조시스템으로서 ECC

의 장점을 활용하여 균열제어 등 고품질의 바닥구조를

얻을 수 있는 압출성형 ECC 압출성형 패널을 이용한 복

합바닥구조시스템을 개발하고 그 성능을 검증하여 실용

화를 위한 기초 자료를 확보하고자 한다.

2. 압출성형 ECC 패널

이 연구에서 개발된 복합바닥구조시스템에 적용될 압

출성형된 ECC 패널은 균열상태에서 유사 변형경화 특

성을 발현토록 하기 위해 안정상태 균열 발생의 필요조

건을 만족시키도록 함으로써 인장 상태에서 다중미세균

열을 발생시키도록 배합 및 제조하였다. 이를 위해 미세

역학이론으로부터 ECC의 균열면 응력과 균열 개구변위

관계로부터 계산되는 보상에너지가 시멘트 매트릭스 균

열선단의 파괴에너지보다 크다는 조건에서 다음과 같은

최적의 배합을 제시하였고, 제작된 패널의 한계 직접인

장변형률은 약 1%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8,9)

압출성형된 ECC 패널 제조에 사용된 재료의 물리적/

화학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밀도 3.15 g/cm
3
의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와 ECC 파우더를 결합재로 사용하였으

며, 밀도 2.66 g/cm
3
, 비표면적 3,793 cm

2
/g인 규사미분

(silica powder)과 밀도 2.64 g/cm
3
, 평균입경 0.2 mm인 규사

(silica sand)를 골재로 사용하였다. 섬유는 고장력 직경

39 µm, 길이 6~8 mm인 PVA 섬유를 사용하였으며, 역학

적·화학적 특성은 Table 2와 같다. 압출성형 제조과정

및 복합바닥구조시스템에 적용된 압출성형으로 제작된

ECC 패널의 형상은 Fig. 1과 같다. 제작과정은, 분체 재

료를 옴니믹서를 이용 건비빔하고, 섬유의 고른 분산을

위하여 배합수의 1/2을 첨가하여 섬유를 투입 분산시킨

다. 다음으로 니더믹서에서 혼합된 분 체계에 이를 투입

한다. 배합 시간은 총 15분으로 건식 배합 5분, 습식 배

합 5분, 압출성형 5분으로 구성된다. 

배합 조건을 결정하기 위하여 물/결합재비(W/B), 플라

이애쉬/결합재비(FA/B), 규사/결합재비(S/B) 등을 각각

8~12%, 35%, 50%로 설정하여 예비실험을 수행하였다.

실험 결과 이 배합에서는 PVA 섬유를 0.5%만 혼입하여

도 비빔 성능을 확보할 수 없었다. 비빔 성능을 확보하

기 위하여 W/B를 증가시키면 강도특성 및 압출성형 성

능을 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섬유를 건비빔 과정에서 미

리 분산시키는 대안을 고려하였다. 또한 증점제(메틸셀

룰로스계)의 양을 조절하면서 섬유의 분산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여, 압출성형 제품의 경우 증점 성분이 다

량 필요하다는 특성을 발견하였으며, 실험 결과 PVA섬

유를 4%까지 혼입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배합조건과

Table 1 Mechanical and chemical properties of materials

Types Density (g/cm
3
) Fineness (cm

2
/g) SiO2 Al2O3 Fe2O3 CaO MgO SO3 Ig.loss

OPC 3.15 3,630 22.73 5.93 3.37 61.73 2.53 1.97 1.74

Silica power 2.66 3,793 95.5 1.95 0.76 - - - 1.79

Silica sand 2.64 0.2
*

96.9 1.44 0.34 0.11 0.03 - -

* Diameter (mm)

Table 2 Properties of fibers

Ingredient
Density

(g/cm
3
)

Length

(mm)

Diameter

(µm)

Surface

treatment

Melting 

point (
o
C)

Thermal 

decomposition

(
o
C)

Tensile

strength

(MPa)

Young's

modulus

(GPa)

Elongation

(%)

Alkali

resistance

Polyvinylalchol

(PVA)
1.3 6~8 39 Oiling agent 170 263 1,700 29.4 3~113 High

Fig. 1 Production of extruded ECC pa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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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 연구에서의 압출성형 ECC 패널에 대한 휨 성능 시

험을 통해 Table 3과 같은 최적의 배합조건을 얻었으며,

이 배합을 이용하여 복합바닥구조시스템의 압출성형 ECC

패널을 제작하였다. 

제작된 압출성형 ECC 패널의 양생은 일반적인 압출성

형 제품이 치수 안정성 및 빠른 생산라인 순환을 위하

여 출하 이후 150
o
C이상의 고온 고압에서 오토클레이브

시키는 과정을 거치는 방안을 고려하였다. 그러나 이 연

구에는 180~200
o
C에서 용융하는 PVA 섬유를 포함(2%

혼입율 이상)하고 있어, 오토클레이브 이후 섬유 용융으

로 인하여 휨 강도를 발현하지 못하므로, 압출성형 후

이송하여 4~5시간 전치양생을 거친 후 60
o
C에서 고온 양

생하였다. 초기 제품 야적 단계에서 3일 이상 양생을 하

지 못하므로 초기 재령 강도를 검토한 결과 초기 재령

3일에 압축강도는 30% 이상 발현하고 있어, 야적 및 양

생 중 파손이나 변형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5)
 따라서 오토클레이브 양생을 실시하지 않고도

3일 내에 제품 생산을 완료할 수 있었으며, 오트클레이

브 양생을 생략함으로써 보다 경제적인 제품을 생산할

수 있었다. Fig. 1에서 처럼 압출성형 ECC 패널의 단면

형상은 상부의 철근배치와 후타설 콘크리트와의 부착 등

을 고려하여 3개의 돌출부를 갖고 있다. 

 

3. 복합바닥슬래브의 제작 및 실험

3.1 복합바닥슬래브의 구조

압출성형 ECC 패널을 이용한 복합바닥슬래브(이하

ECC
XP 
복합슬래브)는 Figs. 2 및 3과 같이 단면 하부에

10 mm 두께의 압출성형 ECC 패널과 그 위에 주철근 및

횡방향 철근을 배치한 후, 현장에서 ECC 패널 상부의

콘크리트를 후타설하여 제작된다. ECC
XP 
복합슬래브 단

면의 총두께는 180 mm이다. 철근콘크리트 슬래브에 높

은 연성과 균열제어 효과를 갖고 있는 ECC 패널을 슬

래브 하부에 배치하여 휨을 주로 받는 바닥구조에 적용

할 경우 균열제어 및 휨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바닥

구조시스템이다. 특히 공장에서 압출성형에 의한 프리캐

스트로 제작되어 ECC 패널의 품질관리가 철저히 수행

될 수 있으며, 철근 배치 후 현장타설 콘크리트로 시공

되어 무거푸집 공법 및 하프프리캐스트 공법으로의 시공

이 가능한 장점을 갖고 있다. 

3.2 복합바닥슬래브 실험체의 제작

개발된 ECC
XP

 복합슬래브의 성능 검증을 위하여 Table 4

와 같이 3개의 1방향 슬래브 실험체를 제작하여 단순지

간의 4점 휨 재하실험을 수행하였다. 1방향 슬래브 형식

으로서 ECC
XP
복합슬래브와 재래식 철근콘크리트(RC) 슬

Table 3 Mix proportion of extrusion ECC panel

W/M
*

wt (%)

OPC

wt (%)

ECC powder
**

wt (%)

Silica powder

wt (%)

Silica sand

wt (%)

SP

wt (%)

HPMC

wt (%)

PVA

vol. (%)

9.8 33 29 37.2 0 0.2 0.6 2
*
M : matrix weight

**
ECC powder : BFS, sepiolite, Mg(OH)2, CaCO3, CSA, Al(OH)3, CW150

Table 4 Specimens of deck systems

Specimen Details
Sectional geometry

of deck (mm)

fck
(MPa)

fy
(MPa)

Sectional geometry

of ECC panel (mm)

Longitudinal

reinforcement (mm)

ρs

(%)

Transverse

reinforcement (mm)

RC-0 Prototype

600×180 24 400

-

D13@150 0.47 D10@150ECC-P1
ECC

xp
+D13 4ea 600 × 10

ECC-P2

Fig. 2 Rebar details of the specimen

Fig. 3 Sectional view (A-A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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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브를 비교하였고, ECC 패널의 유, 무를 변수로 설정

하였다. 실험체의 형상 및 크기는 Figs. 2 및 3과 같이,

폭 및 두께 600 × 180 mm 단면에 길이 4,000 mm로 순경

간은 3,400 mm로 하였다. 실험체 RC-0는 동일한 부재크

기를 갖고 있는 RC 슬래브로서 기준실험체이고, 나머지

실험체는 ECC
XP

 복합슬래브이다. 실험체 ECC-P1 및

ECC-P2는 기준실험체 RC-0와 동일한 철근비(ρs = 0.47%)

를 갖도록 제작된 실험체이다.

실험체 제작을 위하여 내면 치수가 600 × 180 × 4,000 mm

인 거푸집에 공장 제작된 압출성형 ECC 패널을 하부에

설치한 후, 조립된 철근을 그 상부에 배근하였다. 이 때

에 철근의 위치를 확보하기 위하여 조립된 철근의 하부

에 스페이서를 배치하였다. 그 이후에 휨인장철근의 변

형률을 측정하기 위하여 2개의 주철근 중앙부에 변형률

게이지를 부착하였고, 설계기준압축강도 24 MPa의 일반

콘크리트를 현장에서 타설하여 실험체를 제작하였다. 콘

크리트 경화된 다음에는 양생포를 씌우고 물을 뿌려 습

윤양생을 시작하였다. 거푸집은 양생시작 후 3일 뒤에

탈형하였고, 총 4주간의 습윤양생을 실시하였다. Fig. 4

는 실험체 제작 순서를 나타낸다.

3.3 실험체의 재하 방법

3,000 kN 용량의 UTM을 이용하여 Fig. 5와 같이 4점

재하방식으로 재하 실험이 수행되었다. 실험체의 양 단

부로부터 300 mm 위치에 회전단을 설치하여 순지간이

3,400 mm가 되도록 단순지지하였다. 2점 하중 가력점 사

이의 거리는 700 mm로서, 이 영역에서 순수 휨이 작용

하도록 하였다. 하중은 변위제어 방식으로 압축부 콘크

리트가 파쇄될 때까지 가력하였다. 또한 보다 정확한 하

중값을 얻기 위하여 UTM에 부착된 로드셀 이외에도 보

다 정밀한 200 kN 용량의 로드셀을 추가 설치하여 하중

을 측정하였다. 실험체의 처짐 및 변형, 변형률 측정을

위하여 Fig. 6과 같이 각각의 위치에 변위계(LVDT), 콘

크리트 변형률 게이지를 설치하고 철근 변형률 게이지는

미리 주철근 길이에 대하여 중간 지점에 부착하여 실험체

를 제작,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처짐은 변위계를 이용, 곡률은 압축부

에 위치한 콘크리트 변형률 게이지와 변위계 그리고 인

장부에 주철근 변형률 게이지와 변위계의 측정값을 이용

하였다. 균열폭은 인장부에 설치된 변위계를 통하여 계

측구간의 총 변위를 측정한 후, 균열 개수로 나누어 평

균값을 취하였다.

4. 재하실험 결과 및 분석

4.1 균열 및 파괴 양상

이 연구에서 ECC
XP 
복합슬래브는 이질재료의 접합부

가 있으며 이에 따른 전단파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나

Fig. 4 Specimen preparation

Fig. 5 Laboratory test set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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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에서 사용한 실험체는 전단경간비(a/d)가 최소 7이

상으로 전단에 의한 파괴보다는 휨에 따른 파괴가 발생

할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실제 실험에서도 휨파괴가 발

생하였고 전단에 의한 이질재료간의 박락은 없었다.

Fig. 7은 휨 재하실험 이후 실험체 중앙지간 부근에서

의 휨균열 발생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에서 점선은

모재 콘크리트와 ECC 패널의 경계면을 나타낸다. 따라

서 점선 위쪽의 균열은 상부 후타설 콘크리트에 발생한

것이며, 점선 아래쪽의 균열은 ECC 패널에서 발생한 균

열을 나타낸다.

4.1.1 실험체 RC-0

기준 실험체인 철근콘크리트 슬래브 RC-0 실험체는 재

하 하중이 7.66 kN일 때 중앙부 인장연단에서 초기균열

이 발생하였다. 이후 균열이 윗 방향으로 진전하면서 약

100~150 mm 간격으로 균열이 발생하였다. 하중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기존에 발생한 균열이 상부로 진전하는

동시에 균열폭도 점차 증가하였다. 또한 부재 항복 이후

에 급격한 균열폭 증가가 있었으나, 하중은 저하되지 않

았으며, 처짐 90 mm까지 안정적인 거동을 보였다. 최종

파괴는 가력점 중앙부의 콘크리트가 압축 파괴되는 휨압

축 파괴의 형태를 나타냈다.

4.1.2 실험체 ECC-P1

실험체 ECC-P1은 기준실험체 RC-0와 동일한 휨인장

철근비를 가지며, 피복부분을 ECC 패널로 치환한 실험

체로서, 재하 하중 11.94 kN일 때 초기균열이 중앙부 인

장 연단의 ECC 패널에 발생하였다. 이후 하중의 증가와

함께 첫 균열의 좌우로 균열이 발생하면서 균열 수가 증

가하였다. 균열 폭의 증가는 육안으로 관찰되지 않을 만

큼 작게 나타났다. 부재 항복 이후에도 하중은 안정적으

로 증가하였으며, 부재 처짐 30 mm 부근에서 ECC 패널

의 1개 균열 주위로 미세균열이 다수 집중되기 시작하

였다(Fig. 7 (c)와 (d)). 이때 패널 연단의 변형률은 약

0.001로 측정되었다. 부재 처짐 60 mm 부근에서 ECC 패

널의 1개 균열의 폭이 증가하면서 콘크리트에서 발생한

균열과 연결되었으며, 균열 폭은 증가하여도 하중의 저

하는 나타나지 않고, 처짐 110 mm까지 안정적인 연성 거

동을 보였다. 최종파괴는 기준실험체와 마찬가지로 가력

점 중앙부의 콘크리트가 압축 파괴되는 휨 압축 파괴의

형태를 나타냈다.

 4.1.3 실험체 ECC-P2

ECC-P2는 ECC-P1 실험체와 동일한 조건을 갖는 실험

체로써, ECC 패널의 구조성능 검토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준비한 실험체이다. ECC-P2 실험체는 ECC-P1 실

험체와 비슷하게 재하 하중 12.71kN에서 중앙부 인장 연

단의 ECC 패널에 초기균열이 발생하였다. ECC-P 2개의

실험체 모두 RC-0 실험체에 비하여 초기균열 강도가 약

55~65% 증가하였다. ECC-P2 실험체는 초기균열 이후의

거동도 ECC-P1 실험체와 유사하였으며, 다수의 균열이

분산 분포된 후에 ECC 패널의 1개의 균열 부근으로 미

세균열의 분포가 집중되기 시작하였다. 최종파괴는 처짐

100 mm 정도에서 나타난 콘크리트가 압축연단의 압축파

쇄로 인하여 발생하였다.

 

4.2 실험체의 하중-변위 관계 비교

Figs. 8과 9, Table 5는 실험체 지간의 중앙에서 측정

한 하중-처짐 및 모멘트-곡률 관계와 각 실험체에 대한

재하시험 결과를 비교 정리한 것이다.

Fig. 6 Instrumentation of specimen

Fig. 7 Crack pattern marked with ink pen at midspan z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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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 초기균열하중 특성

압출성형 ECC 패널을 이용한 실험체 ECC-P1 및

ECC-P2는 초기 균열하중이 각각 8.06 kN·m 및 8.58 kN·m

로 동일조건의 기준실험체 5.17 kN·m보다 각각 1.56, 1.66

배 증가하였다. 이는 ECC 패널과 하부 주철근의 상호작

용에 의해 재료의 초기 휨균열 강도가 증가했기 때문으

로 판단된다. 이를 통해 ECC
XP
바닥구조의 경우 초기 균

열제어에 효과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4.2.2 초기균열이후 등가 강성 특성

초기균열이후 균열단면에서의 강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등가 강성 개념을 도입하였으며, 실험체에서 측정된 값

을 이용하여 다음 식에 의해 산정하였다.

(1)

여기서 My는 항복 모멘트, Mi는 초기균열 모멘트, φy는

항복 곡률, φi는 초기균열 곡률이다.

등가강성을 비교해 보면, ECC
XP
바닥구조인 실험체 ECC-

P1 및 ECC-P2의 등가강성은 각각 2,103 kN·m
2
, 1,786 kN·m

2

으로 동일조건의 기준 실험체인 907 kN·m
2
보다 각각 2.32

배 및 1.97배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ECC패널에

초기균열이 발생한 이후에도 철근과의 인장강성 효과 및

재료 자체의 강성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이를 통해 ECC
XP 
바닥구조의 강성 증진효과를 인 할 수

있다.

4.2.3 항복강도 및 최대강도 특성

Table 5로부터 RC-0를 기준으로 ECC-P1 및 ECC-P2

실험체의 항복강도(My)는 각각 1.13배 및 1.16배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최대강도(Mmax)에 내력 증가비는 각각

1.21배 및 1.16배로 증가되었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ECC 패널의 고인성 인장거동으로 인해 국부 휨균열폭의

증가를 억제하여 휨성능이 개선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

를 통해 ECC 패널의 강도 기여 효과는 큰 것을 알 수

있었다.

4.2.4 최대변형 및 연성도 특성

이 연구의 ECC
XP 
복합바닥구조 실험체의 연성도는 곡

률 연성도로 평가하였으며, 다음 식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2)

여기서 µ는 곡률 연성도, φu는 극한 곡률, φy는 항복 곡

률을 나타낸다. 한편 극한 곡률(φu)은 압축연단 콘크리트

의 변형률이 0.003일 때의 곡률로 정의하였다. Table 5와

같이 각 실험체의 연성도를 비교해 보면, 실험체 ECC-

P1 및 ECC-P2의 극한 휨곡률에 대한 연성도는 각각 7.55

및 6.30로써 RC-0의 2.49 보다 각각 3.03배 및 2.53배

EIe

My Mi–( )

φy φi–( )
------------------------=

µ
φu

φy
-----=

Table 5 Test results of each specimen

Spec.

name

Mi δi φi My δy φ y EIe* Mmax δmax** φmax** φmax/φy Mu*** φu φu / φy

kN·m mm mm
−1

kN·m mm mm
−1

kN·m
2

kN·m mm mm
−1

kN·m mm
−1

RC-0 5.17 1.649 1.77 × 10
-6

31.59 28.43 3.09 × 10
-5

907 34.57 93.5 1.53 × 10
-4

4.95 34.27 0.77 × 10
-4

2.49

ECC-P1 8.06 3.562 3.09 × 10
-6

35.84 21.37 1.63 × 10
-5

2,103 41.80 110.0 2.18 × 10
-4

13.37 40.38 1.23 × 10
-4

7.55

ECC-P2 8.58 2.120 2.61 × 10
-6

36.78 23.35 1.84 × 10
-5

1,786 40.00 97.5 1.65 × 10
-4

8.97 40.19 1.16 × 10
-4

6.30

*Equivalent stiffness after first crack EIe = (My - Mi) / (φy − φi)

**δmax, φmax : maximum midspan deflection and curvature

***Mu, φu : moment and curvature when the strain at the extreme compression fiber reaches 0.003

Fig. 8 Load versus deflection curves at midspan

Fig. 9 Moment versus curvature curves at mids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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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최대 휨곡률에 대한 연성

도는 RC-0인 경우 4.95에 비해 실험체 ECC-P1, ECC-P2

이 각각 13.37, 8.97으로서 기존 RC 슬래브에 비해 ECC

를 적용한 슬래브의 경우 최대 휨곡률에 대한 연성도가

상대적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세 시험체의

최대처짐에 대한 처짐 연성도는 각각 3.28, 5.14 및 4.18

로 기존 RC 슬래브에 비해 ECC를 적용한 슬래브에서의

최대 처짐에 대한 연성도 역시 상대적으로 개선되었다.

4.3 사용하중 상태에서의 균열폭

ECC-P 실험체들은 사용하중((2/3)My) 상태까지 ECC 재

료의 고유 특성인 다중 미세 균열이 발생하였다. 재하

초기에는 패널 상부 콘크리트에는 균열이 발생하지 않고,

인장연단의 ECC 패널에서 다수의 미세균열이 분산되어

발생하였으며, 하중이 증가함에 따라 ECC 패널의 균열

개수가 점차로 증가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한편, 균열

의 폭은 일정한 값을 유지하다가 ECC 패널의 1개 균열

이 콘크리트 균열과 연결되면서 집중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 균열의 폭이 점차 증가하고 콘크리트의 균열이 압축

연단으로 진행하였으며, 종국에는 휨압축 파괴까지 균열

의 폭이 증가하였다. 이때에도 집중되는 균열 주변으로

미세균열이 다수 발생하여 평균 균열의 폭은 크게 증가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6과 Fig. 10은 실험체의 사용하중 상태까지 균열

폭 및 균열 개수, 그리고 모멘트-균열폭 관계를 나타낸

것으로 −는 계측 구간에서 총 균열폭을 나타내고 ○는

평균 균열폭을 나타낸다.

기준 실험체인 RC-0의 경우 측정된 균열게이지 길이

내의 균열 개수는 2개로 평균 균열폭은 0.248 mm로 평가

되었으며, 사용하중 상태에서 부재 항복 시까지 균열개수

는 증가하지 않고 균열의 폭만 증가하였다(Fig. 10 (a)).

한편 ECC-P1 및 ECC-P2 실험체의 경우는 사용한계상태

에서의 균열폭이 각각 0.277 mm 및 0.392 mm로 동일조건

의 기준실험체 RC-0의 0.544 mm보다 적게 나타났다. 또한

균열개수로 나눈 평균 균열폭은 0.046 mm 및 0.049 mm로

모든 균열이 0.1 mm 이하의 균열로 제어됨을 알 수 있었

다. 부재 항복상태에서도 RC-0 실험체가 균열개수가 증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균열폭만 증가하여 평균 균열폭

0.422 mm를 보인 것에 비하여 ECC-P 실험체들은 균열 개

수도 함께 증가하였으며, 평균균열폭도 모든 실험체에서

0.1 mm 이하로 제어되었다(Fig. 10 (b), (c)). 이를 통하여 압

출성형 ECC 패널을 적용할 경우, 사용한계상태에서 균열폭

을 0.1 mm 이하의 미세균열로 제어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Table 6 Crack width of tested specimens

Specimen

Service moment (0.6My) Yield moment (My)

(2/3)My

(kN·m)

Crack width

(mm)

Number of

cracks

Average crack 

width (mm)

My

(kN·m)

Crack width

(kn)

Number of 

cracks

Average crack

width (mm)

RC-0 21.06 0.544 2 0.277 31.59 0.843 2 0.422 

ECC-P1 23.89 0.277 6 0.046 35.84 0.513 9 0.057 

ECC-P2 24.52 0.392 8 0.049 36.78 0.612 10 0.061 

Fig. 10 Moment versus crack width curves of each speci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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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 론

압출성형된 ECC 패널을 이용한 복합바닥슬래브를 개

발하여 그 성능을 휨 재하실험을 통해 평가한 결과 다

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개발된 프리캐스트 복합바닥구조 공법은 압출성형

공정에 의해 제조된 ECC 패널을 활용한 것으로서

기존 콘크리트 바닥구조에 비해 균열제어에 우수할

뿐만 아니라 현장 후타설 콘크리트와 함께 무거푸

집 또는 하프프리캐스트 공법 실현이 가능하여 슬

래브 공사의 시공효율성 개선에도 장점이 있다.

2) 개발된 압출성형 복합바닥구조시스템의 4점 휨 실

험에 의한 성능평가에서 기존 철근콘크리트 슬래브

구조에 비해 다중미세균열 유발에 의한 국부균열

및 휨 균열 제어 효과로 인해 높은 휨 내력을 발휘

하였다.

3) 시공공정 및 구조상세 개발에 관한 구체적인 추가

연구를 통해서 실용화공법으로의 적용이 가능할 것

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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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이 연구에서는 고인성 압출성형 ECC 패널을 이용한 철근콘크리트 복합바닥슬래브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철

근콘크리트 슬래브에서의 균열은 특히 주차장, 지하구조물, 및 빌딩구조물 등에서 종종 실제적으로 문제가 되곤 한다.

프리캐스트 제품으로 압출성형 공정에 의해 제조된 ECC 패널은 균열을 제어하는 고품질의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ECC

패널이 현장타설 콘크리트와 함께 무거푸집 또는 하프프리캐스트 공법을 실현할 수 있으므로 콘크리트 슬래브 공사의

적용에도 장점이 있다. 개발된 바닥슬래브 시스템은, 두께 10 mm의 압출성형 ECC 패널을 슬래브 하부에 두고, 그 위

에 철근을 조립 및 설치한 후, 마지막으로 현장타설의 콘크리트를 후타설하여 만들어지도록 구성되어 있다. 개발된 슬

래브 시스템의 성능검증을 위해 기존 철근콘크리트 슬래브와 비교하여 4점 휨 실험을 수행하였다. 실험 결과, 압출성형

ECC 패널을 적용한 바닥구조 시스템은 휨 균열 제어와 내력 향상 등에서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핵심용어 : ECC, 압출성형패널, 복합바닥슬래브, 휨 실험, 균열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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