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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리드 섬유 보강 시멘트 복합 재료에서 구조용 합성 섬유의

인발 거동에 미치는 폴리비닐 알코올 섬유 혼입률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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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the effect of polyvinyl alcohol (PVA) fiber volume fraction on the pullout behavior of structural syn-

thetic fiber in hybrid structural synthetic fiber and PVA fiber cement composites are presented. Pullout behavior of the hybrid fiber

cement composites and structural synthetic fiber were determined by dog-bone bond tests. Test results found that the addition of

PVA fiber can effectively enhance the structural synthetic fiber cement based composites pullout behavior, especially in fiber inter-

face toughness. Pullout test results of the structural synthetic fiber showed the interface toughness between structural synthetic fiber

and PVA fiber reinforced cement composites increases with the volume fraction of PVA fiber. The microstructural observation con-

firms the incorporation of PVA fiber can effectively enhance the interface toughness mechanism of structural synthetic fiber and

PVA fiber reinforced cement composi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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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하이브리드 섬유 보강 시멘트 복합 재료는 물리·역

학적 특성이 다른 섬유를 사용하였을 때, 각 특성에 맞

게 시멘트 복합 재료에서 발생하는 균열을 효과적으로

제어하여 역학적 성능 및 내구성능을 향상시키는 효과를

발휘한다.
1-3)

 시멘트 복합 재료에서 균열이 확장되어가는

과정은 처음에는 마이크로 균열이 발생하고 점차적으로

그 수가 증가된다. 이 과정에서 응력은 지속적으로 증가

한다. 이후 복합적인 크기의 균열들이 발생하며, 매크로

균열이 이러한 균열들을 따라 크게 확산되어간다. 매크

로 균열이 형성되면 휨응력은 감소하고 변형이 증가하는

거동을 한다.
2-5)

 하이브리드 섬유 보강 시멘트 복합 재료

에서는 이와 같은 균열의 발생 및 성장 과정에서 마이

크로 균열의 발생 및 성장을 마이크로 섬유가 제어함으

로써 응력을 증가시키고, 매크로 균열의 발생 및 성장을

매크로 섬유가 제어함으로써 시멘트 복합 재료의 변형을

증가시킨다.
5-7)

 섬유 보강 시멘트 복합 재료의 가장 큰

효과 중에 하나는 취성 파괴를 방지하고 연성 파괴를 유

도한다는 것이다.
8,9)

 따라서 최고 하중 후 변형 거동이 중

요하다. 섬유 보강 시멘트 복합 재료의 최고 하중 후 거

동은 보강 섬유와 시멘트 복합 재료의 부착 거동과 관

계가 있다. 보강 섬유는 시멘트 복합 재료에서 섬유의

가교(fiber bridging), 섬유의 분리(deboding), 인발(pullout)

및 파괴(fracture) 등의 과정을 통하여 균열의 성장을 억

제하여 에너지 흡수 능력을 증가시킨다.
10-12)

 하이브리드

섬유 보강 복합 재료의 성능도 하이브리드 보강 섬유의

부착 거동에 영향을 받는다.
2,3)

 하이브리드 섬유 보강 시

멘트 복합 재료에 대한 연구는 국내·외적으로 다양하

게 진행되어 왔다. 폴리프로필렌 섬유(polypropylene fiber:

PP 섬유)와 강섬유를 사용한 하이브리드 섬유 보강 콘크

리트가 반복 하중을 받을 때 성능은 섬유가 혼입되지 않

은 콘크리트에 비하여 휨강도와 쪼갬 인장강도는 증가하

는 경향을 나타낸다고 보고하였다.
4)
 길이가 다른 후크형

강섬유와 길이와 지름이 동일한 4가지의 PP섬유를 하이

브리드하여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및 쪼갬 인장강도를 평

가한 연구 결과는 하이브리드 섬유 보강 콘크리트가 보

통 콘크리트와 비교해서 쪼갬 인장강도 및 압축강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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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한다고 보고하였다.
5)
 탄소 섬유, 강섬유 그리고 PP

섬유 3종의 섬유를 혼입률 0.5%를 기준으로 하여 단일

섬유 혼입 또는 하이브리드하여 섬유가 콘크리트에 미치

는 영향을 압축강도, 휨강도 및 인성지수를 시험을 통하

여 평가 및 분석한 연구에서는 탄소 섬유와 강섬유를 하

이브리드한 것이 강도 및 휨인성의 향상에 가장 유리한

결과를 나타낸다고 보고하였다.
13)

 

이 연구에서는 매크로 섬유로 구조용 합성 섬유와 마

이크로 섬유로 PVA 섬유를 혼합한 하이브리드 섬유 보

강 시멘트 복합 재료에서 매크로 섬유인 구조용 합성 섬

유의 인발 거동에 영향을 미치는 마이크로 섬유인 PVA

섬유의 효과를 평가하여 구조용 합성 섬유와 PVA 섬유

를 혼합한 하이브리드 섬유의 시멘트 복합 재료에 적용

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PVA

섬유 혼입률을 0.10%, 0.15% 및 0.20%로 변화시켜가며

Dog-bone 인발 시험을 실시하였다. 또한 인발 시험 후

구조용 합성 섬유 표면의 미세 구조 분석을 통하여 인

발 메커니즘을 분석하였다. 

2. 실험 계획

2.1 재료

이 연구에서는 국내 S사의 비중 3.14의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 비중 2.61의 잔골재 및 플라이애쉬, 고로슬래그

미분말을 사용하였으며, 물리·화학적 특성은 Tables 1 및

2와 같다. PVA 섬유는 국내 C사에서 시멘트 복합 재료용

2차 보강 섬유(초기 균열 제어용)로 제조하여 판매하는 T-

5제품을 적용하였으며 그 물리·역학적 특성은 Table 3과

같다. 특히 이 연구에서 적용한 PVA 섬유는 2차 보강용

섬유로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시멘트 복합 재

료에서의 적정 혼입량은 0.9~1.26 kg/m
3
으로 제시되고 있

다.
14)

 구조용 합성 섬유는 강섬유가 가지는 단점 즉, 재

료의 자체 비중이 커서 숏크리트 타설시 리바운드양이

크고, 지하수가 침투되거나 수분이 다량으로 존재하는 장

소에서는 부식이 발생할 우려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다. 구조용 합성 섬유의 주요 재료는 폴리올레핀계

로 세계적으로 다양한 제품이 개발되어 적용되고 있다. 숏

크리트에 적용시키기 위하여 구조용 합성 섬유를 적용할

경우의 충분한 다짐 효과를 획득하기 위한 타설 속도 및

압력을 확보하기 위한 연구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15-17)

또한 구조용 합성 섬유의 강성은 강섬유보다는 약하며,

일반 2차 보강(secondary reinforcement)효과를 달성하기

위하여 적용되는 합성 섬유보다는 크다. 따라서 배합시

균열 제어용 합성 섬유 등과 같이 휘거나 뭉침 현상은

크지 않아도 합성 섬유의 특성상 어느 정도 발생하지만

배합시 혼입량, 투입 속도, 투입 방법 등을 조절하여 뭉

침 현상 등을 억제하고 있다. 구조용 합성 섬유의 적용

사례는 캐나다 몬트리올 항구의 선착장 보수에 숏크리트

공법이 적용되어 우수한 성능을 발휘하였다.
18)

 일반적으

로 구조용 합성 섬유는 소수성 재료로서 시멘트 복합 재

료와 부착 성능 향상을 위하여 표면 형상을 다양하게 변

화시켜 적용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PVA 섬유의 특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표면 형상에 변화를 주지 않은 직선형

의 섬유를 적용하였다. 구조용 합성 섬유의 물리·역학적

특성은 Table 4와 같으며 섬유의 형상은 Fig. 1과 같다.

2.2 배합 설계

구조용 합성 섬유와 PVA 섬유를 적용한 하이브리드

Table 1 Physical and chemical properties of fly ash

Specific gravity Fineness (cm
2
/g) LOI (%)

2.14 3,400 3.28

Chemical compositions (%)

SiO2 Al2O3 Fe2O3 CaO MgO Na2O K2O TiO2

58.12 23.56 7.69 2.59 1.12 0.31 1.42 1.05

Table 2 Physical and chemical properties of  blast furnace slag

Specific gravity Fineness (cm
2
/g) LOI (%)

2.8 4000~6000 3.0

Chemical compositions (%)

SiO2 Al2O3 Fe2O3 CaO MgO MnO TiO S

33.1 13.9 0.29 42.4 6.1 0.4 0.96 0.66

Table 3 Properties of polyvinyl alcohol fiber 

Properties Polyvinyl alcohol fiber

Elastic modulus (GPa) 45

Density (g/mm
3
) 1.26

Fiber length (mm) 6

Fiber diameter 0.015

Tensile strength (MPa) 1,600

Surface Hydrophilic

Table 4 Mechanical and physical properties of structural

synthetic fiber 

Property Structural synthetic fiber

Elastic modulus (MPa) 4.7 × 10
3

Specific gravity 0.91

Fiber length (mm) 30

Fiber diameter (mm) 1

Tensile strength (MPa) 470

Surface Hydrophobic

Fig. 1 Geometry of structural synthetic fi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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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 보강 시멘트 복합 재료에서 구조용 합성 섬유의 부

착 특성에 미치는 PVA 섬유의 영향을 평가하기 위하여

PVA 섬유의 체적비로 0.10%, 0.15% 및 0.20%를 적용하

였다. 이때 PVA 섬유 혼입률 0.00%는 PVA 섬유의 혼입

에 따른 영향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하나, 이 연구에서

는 구조용 합성 섬유와 PVA 섬유를 혼합한 하이브리드

섬유에서 구조용 합성 섬유의 부착 거동에 미치는 PVA

섬유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것으로, PVA 섬유의 혼입률

이 0.00%이면 하이브리드 섬유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제외하였다. 구조용 합성 섬유의 혼입률은 0.05%로 일반

적으로 숏크리트 등에 적용하는 혼입률인 약 1.00~2.00%

보다 매우 적은 양을 사용하였는데 이는 배합시 구조용

합성 섬유로 인한 PVA 섬유의 뭉침 현상과 구조용 합성

섬유의 강성으로 인해 휘지 않고 모르타르 공시체 표면

에 노출되어 압축강도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이다. 그리고 구조용 합성 섬유는 시멘트 복

합 재료의 압축강도를 평가하기 위한 공시체에만 체적비

로 0.05%를 적용하였고, 부착 시험 공시체의 제작을 위

한 배합에는 첨가하지 않고 한 개의 구조용 합성 섬유

만 공시체에 배열하여 PVA 섬유의 혼입률에 따른 영향

을 평가하였다. 또한 플라이애쉬 및 고로슬래그 미분말

을 시멘트 중량의 30%를 사용하였다. 이 연구에서 사용

된 시멘트 복합 재료의 배합비는 Table 5와 같다. 시멘

트 복합 재료의 비빔은 30초간 건비빔을 실시한 후 배

합수를 넣고 30초간 비빈 후 섬유를 투입한 후 2분 30

초간 추가비빔을 실시하였다. 섬유 투입으로 인한 유동

성 감소를 해결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혼화제의 첨가는

하지 않았다. 

2.3 실험 방법

2.3.1 섬유 분산성

PVA 섬유 혼입률에 따른 섬유의 분산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이 연구에서는 국내의 섬유보강재 제조 및 판매

업체에서 제시하고 있는 품질 기준에 분산성 시험 방법

을 이용하여 평가하였다.
14)

 시험 방법은 Table 5의 배합

설계를 이용하여 PVA 섬유를 혼입률에 따라 투입 한 후

시료를 여러 부분에서 골고루 채취하여 정해진 용기에

담아 정확히 계량한다. 계량 후 좀 더 큰 용기에 옮겨 담

고 물을 채운 뒤 골재만 용기에 남기고 콘크리트 혼합

물을 씻어낸다. 이때 섬유에 묻어 있는 시멘트가 씻겨나

가고, 골재에 붙어 있을 수도 있는 섬유를 채취하기 위

하여 3회 이상 실시한다. 이렇게 채취된 섬유의 총량을

계량하고 1 m
3
당 소정량에 대한 비율을 계산한다. 또한

섬유 뭉치의 분리 정도를 육안으로 확인한다. 분산성의

평가는 육안으로 평가하여 섬유의 뭉침 정도가 거의 없

고 채취된 섬유의 총량을 1 m
3
의 양으로 환산했을 때 총

중량의 80%이상이면 합격으로 판정한다.
14)

2.3.2 압축강도

PVA 섬유 혼입률에 따른 압축강도 특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KSL 5105에 따른 50 × 50 × 50 mm의 입방체 공

시체를 제작하여 재령 28일 후 압축강도 시험을 실시하

였다. 공시체의 제작시 탁상용 진동 다짐기를 이용하여

15초간 진동다짐을 실시하였다. 

2.3.3 인발 성능

PVA 섬유의 혼입률에 따른 시멘트 복합 재료에서 보

강섬유의 인발 거동을 평가하기 위하여 JCI SF-8에 따른

Dog-bone 부착 시험을 실시하였다. 일반적으로 부착 시

험시 변위는 섬유의 신장(elongation)과 미끄러짐(slip)을

포함하고 있다. 섬유 보강 시멘트 복합 재료에서 섬유의

인발, 분리, 가교 작용 및 파단에 영향을 미치는 섬유의 거

동은 신장과 미끄러짐을 포함한 변위가 영향을 미친다.
3)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JCI SF-8에 따라 섬유의 변위를

측정하였다. 다만 이 연구에 적용한 구조용 합성 섬유가

매끈한 형태로 섬유의 표면 형상에 따른 역학적 부착력

을 기대하기 어려운 형상으로 부착력이 커서 발생하는 섬

유의 신장은 거의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된다. Fig. 2

와 같은 Dog-bone shape 공시체를 두 부분으로 분할한

후 중앙에 보강 섬유를 정착시켰다. 시멘트 복합 재료에

묻힌 섬유의 길이(embedment length + anchored length)는

29 mm이다. 공시체의 제작은 중앙에 배열한 구조용 섬

유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하여 봉다짐을 실시하지 않고,

진동 다짐을 15초간 실시하고 표면을 마감하는 방법으

로 제작하였다. 인발 시험 공시체는 제작 후 24시간 동

안 23 ± 2
o
C 및 상대습도 50 ± 2%의 범위에 초기 양생을

한 후 탈형하여 습윤 양생을 하고 재령 28일 후에 변위

제어 방식의 UTM에 설치 한 후 0.4 mm/min의 하중 재하

속도로 시험하여 부착 성능을 획득하였다(Fig. 3).

Table 5 Mix proportions of cement based composites

No. of mix
w/c

(%)

Unit weight (kg/m
3
) 

Cement Water Fine aggregate Fly ash Blast furnace slag PVA fiber Structural synthetic fiber

No.1

47 424.2 285 1363

181.8 0

1.26

0.45

No.2 1.89

No.3 2.52

No.4

0 181.8

1.26

No.5 1.89

No.6 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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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는 인발 시험용 공시체를 6개씩 제작하여

실험한 평균값으로 부착 강도를 결정하였으며, 부착 강

도는 다음과 같은 식 (1)로 계산하였다. 

(1)

여기서, τ
max
는 최대 부착 강도이고, P

max
는 최대 인발 하

중, D는 섬유의 직경이며, L은 정착 길이를 나타낸다. 또

한 이 연구에서는 계면인성을 측정하였다. 섬유 보강 시

멘트 복합 재료에서 보강 섬유는 균열이 발생 후 인장

응력의 지속적인 전달을 통하여 균열의 성장을 억제하는

동시에 섬유가 시멘트 매트릭스로부터 인발되면서 인장

응력의 전달을 통하여 취성적인 급격한 파괴를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계면인성은 첫 번째 균열 발생 후 거동을

나타내는 중요한 인자로 계면인성이 클수록 시멘트 복합

재료의 연성 거동 확보에 유리하다. 일반적으로 계면인

성은 섬유의 인발 과정에서 소비되는 역학적 에너지로

정의될 수 있으며, Fig. 4와 같이 인발 거동 곡선 아래

면적으로 구할 수 있다.
9,19,20)

 이 연구에서는 JCI SF-8에

따라 부착 변위 2.5 mm까지 곡선 아래 면적으로 계산하

였다. 

3. 실험 결과

3.1 PVA 섬유 분산성

섬유의 분산성 시험 결과는 Fig. 5와 같다. 시험 결과 100%

에 가장 가까운 값이 분산성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보고,

100%에서 벗어나는 수치를 이용하여 분산성을 평가해보면

플라이애쉬 배합은 혼입률이 0.10%, 0.15% 및 0.20%일 때

각각 105.99%, 94.28% 및 84.20%로 나타났다. 고로슬래그

미분말을 치환한 배합은 혼입률이 0.10%, 0.15% 및 0.20%

일 때 각각 100.67%, 107.47% 및 127.47%를 나타냈다.

시험 결과 100%를 기준으로 보면 플라이애쉬를 치환한

배합은 100%보다 적은 양이 채취되었으며, 고로슬래그

미분말은 100%보다 많은 양이 채취되었다. 즉 100%를 기

준으로 볼 때 플라이애쉬 배합은 혼입률이 0.10%, 0.15%

및 0.20%로 증가할수록 +5.99%, −5.72% 및 −15.80%가

채취되었고, 고로슬래그를 30% 치환한 배합은 혼입률이

0.10%, 0.15% 및 0.20%로 증가할수록 +0.67%, +7.47%,

및 +27.47%가 채취되었다. 100%를 기준으로 섬유가 적

게 채취되면 다른 부분에 섬유가 많이 있다는 것으로 분

산성이 감소하는 것을 의미하며, 100%를 기준으로 섬유

량이 많이 채취되면 다른 부분에 분산되어야 할 섬유가

τ
max

P
max

πDL
-----------=

Fig. 2 Arrangement of the partitioning board and fibers, and

setting in the mold (unit: mm)
5,11)

Fig. 3 Dog-bone shape test set up

Fig. 4 Definition of interface toughness of fiber bond test

Fig. 5 PVA fiber distribution rate with fiber volume fr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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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취된 시료 부분에 몰려 있었다는 내용으로 분산성이

감소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섬유의 분산 효과는

섬유의 혼입률이 증가할수록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0.15%에서 0.20%로 증가할수록 분산 효과는 크게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육안상 섬유의 뭉침은

관찰되지 않았다. 그리고 콘크리트용 섬유 보강재 제조

업체에서 제시하고 있는 품질 기준은 채취율 80% 이상은

모두 만족하고 있다. 다만 섬유 혼입률 증가는 친수성 섬

유인 PVA 섬유가 배합수를 흡착함으로써 유동성이 현저

히 감소하는 결과가 관찰되었다. 따라서 배합이 어려웠

고, 공시체 제작시 다짐에 어려움이 발생하였다. 

3.2 압축강도

PVA 섬유 혼입률에 따른 섬유 보강 시멘트 복합 재료

의 압축강도 시험 결과는 Fig. 6과 같다. 플라이애쉬를

30% 치환한 배합의 압축강도는 PVA 섬유 혼입률이

0.10%, 0.15% 및 0.20%로 증가함에 따라 각각 40.5 MPa,

36.4 MPa 및 34.5 MPa을 나타내었다. 고로슬래그 미분말을

치환한 배합의 압축강도는 섬유 혼입률이 0.10%, 0.15% 및

0.20%로 증가함에 따라 각각 42.2 MPa, 45.8 MPa, 32.2 MPa

을 나타냈다. 일반적으로 섬유 보강 콘크리트 및 모르타

르는 섬유의 혼입에 따라 압축강도는 약간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결과를 나타낸다. 이 연구에서 플라이애쉬 배

합은 PVA 섬유의 혼입률이 증가할수록 압축강도가 약간

씩 감소하였고, 고로슬래그 미분말 배합에서는 섬유의 혼

입률이 0.15%까지는 압축강도가 약간 증가하다가 0.20%

에서는 압축강도가 감소하는 결과를 나타냈다. 섬유의 분

산성 시험 결과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친수성 섬유인

PVA 섬유의 혼입률이 증가할수록 섬유가 배합수를 흡착

함으로써 유동성이 감소하고 이로 인하여 PVA 섬유를 시

멘트 복합 재료 전체에 골고루 퍼지지 못하는 현상을 초

래한다. 이 연구에서는 압축강도 시험 공시체가 구조용

합성 섬유의 길이에 비하여 크지 않은 50 × 50 × 50 mm

공시체를 이용함으로써 30 mm의 구조용 합성 섬유의 표

면 노출이 발생하였고, 유동성이 감소하여 공시체 제작

시 다짐이 어려워 구조용 합성 섬유가 표면에 노출 부

분에서 구조용 합성 섬유와 시멘트 복합 재료사이의 계

면에 PVA 섬유를 혼입한 시멘트 복합 재료가 충분히 채

워지지 않아 접촉 부분에 공극이 증가하는 현상도 발생

하였다. 따라서 하중 재하시 섬유의 노출 부분에서 파괴

가 시작되어 압축강도가 감소하는 결과를 나타냈다. 이

연구에서는 분산성 시험시 섬유끼리 뭉치는 현상은 관찰

되지 않았다. 또한 보강 섬유 제조 및 판매사에서 품질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는 80% 이상 기준은 만족하였기

때문에 분산에 의한 영향도 있지만 압축강도 공시체 제

작시 구조용 합성 섬유의 표면 노출과 다짐의 어려움이

더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유동화제 등

혼화제를 적용하여 유동성을 향상시키고 섬유의 표면 노

출을 방지하면 압축강도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3.2 인발 성능

3.2.1 인발 거동

Fig. 7은 PVA 섬유 혼입률에 따른 인발 하중-변위와의

관계를 나타낸 것으로 6개의 부착 시험 공시체의 인발 시

험 후 인발 하중과 계면인성이 평균값에 가장 가까운 대

표적인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구조용 합성 섬유는 소수

성의 특성을 가진 섬유로 인발 하중이 작용하면 시멘트

복합 재료와 부착 능력이 나빠 쉽게 인발된다. 따라서 초

기에는 시멘트 복합 재료의 화학적 부착력에 의하여 인

발 하중에 저항하면서 선형적인 증가를 보이고 있다. 이

때 선형적인 구간은 섬유의 혼입률 0.15%까지는 증가하

Fig. 6 Compressive strength of hybrid fiber reinforced cement

composites

Fig. 7 Pullout behavior of structural synthetic fiber in PVA fiber

reinforced cement composites



466│한국콘크리트학회 논문집 제23권 제4호 (2011)

다가 0.20%에서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PVA

섬유는 친수성 섬유로서 시멘트 매트릭스와 강한 수소

결합을 통하여 시멘트 매트릭스를 구속함으로써 구조용

합성 섬유와 시멘트 복합 재료 계면에 발생하는 미세 균

열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따라서 섬유의 혼입률이 증

가하면 이와 같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게 된다. 그러

나 분산성 시험 결과 및 압축강도 시험 결과와 마찬가

지로 이 연구에서는 섬유의 혼입률이 증가할수록 PVA

섬유가 배합수를 흡착함으로써 섬유의 분산 효과가 감소

하였고, 공시체 제작시 다짐이 어려운 결과를 발생시켰

다. 0.20%의 혼입률에서는 0.15%와 비교하여 섬유의 분

산 정도도 감소하고 유동성도 감소하였다. 이로 인하여

섬유의 혼입률이 0.20%로 증가하면 구조용 합성 섬유와

시멘트 복합 재료의 계면을 충분히 다짐하는 효과가 떨

어져 계면에서 공극 발생으로 인한 화학적 부착력이 감

소하는 결과를 나타냈다. 또한 분산성 시험시 섬유의 뭉

침은 관찰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시체 제작시 다짐이 더

큰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된다. 구조용 합성 섬유의 인발

이 발생한 후에는 플라이애쉬 및 고로슬래그를 치환한

배합 모두 PVA 섬유의 혼입률이 증가할수록 거동이 보

다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PVA 섬유의 혼입률이 증가

할수록 변형 경화 현상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

다. 이와 같은 결과는 구조용 합성 섬유의 인발 거동 시

PVA 섬유가 섬유의 가교, 인발, 분리 및 파괴 작용 등을

통하여 시멘트 복합 재료를 구속하는 효과와 더불어 PVA

섬유가 직접적으로 구조용 합성 섬유의 인발을 구속하는

효과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구조용 합성 섬유의 인발이

발생하기 전 선형적으로 인발 하중이 증가하는 구간에서

는 다짐 불충분 등에 의한 공극으로 인해 균열 발생 하

중의 감소가 발생하지만 구조용 합성 섬유의 인발 거동

은 구조용 합성 섬유의 인발을 구속하는 PVA 섬유의 수

가 증가하기 때문에 PVA 섬유의 혼입률이 증가할수록

우수하게 나타났다. 특히 분산성 시험시 PVA 섬유의 분

산 정도(섬유가 퍼진 정도)는 차이가 있지만 PVA 섬유

뭉침 현상은 발생하지 않았다. 따라서 PVA 섬유의 혼입

률 증가는 구조용 합성 섬유의 인발을 구속하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PVA 섬유의 수를 증가시켜 최고 인발 하

중 후 거동을 향상시켰다. 플라이애쉬 및 고로슬래그 미

분말을 치환한 배합을 비교해보면 포졸란 재료인 플라이

애쉬와 잠재 수경성 재료인 고로슬래그 미분말이 서로

다른 경화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어 인발 하중 및 변위

값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지만 PVA 섬유의 혼입률에 따

른 인발 거동의 경향은 거의 유사하게 나타났다. 

3.2.2 인발 하중, 부착 강도 및 계면인성

PVA 섬유 혼입률에 따른 인발 하중 및 부착 강도 시

험 결과는 Table 6과 같다. 인발 하중 시험 결과 플라이

애쉬를 30% 치환한 배합에서 인발 하중은 혼입률이 0.10%,

0.15% 및 0.20%로 증가함에 따라 각각 21.25 N, 43.20 N 및

32.00 N을 나타내었으며 부착 강도는 0.47 MPa, 0.95 MPa

및 0.70 MPa을 나타내었다. 고로슬래그 미분말을 30% 치

환한 배합에서의 인발 강도 및 부착 강도는 섬유 혼입률

이 0.10%, 0.15% 및 0.20%로 증가함에 따라 각각 23.32 N,

51.83 N 및 47.33 N과 0.51 MPa, 1.14 MPa 및 1.04 MPa

을 나타내었다. 플라이애쉬 및 고로슬래그 미분말 치환

배합 모두 섬유의 혼입률 0.15%까지는 인발 하중과 부

착 강도가 증가하나 섬유의 혼입률이 0.20%가 되면 인

발 하중 및 부착 강도가 모두 감소하는 결과를 보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PVA 섬유는 친수성 섬유로써 배합수

를 흡착하는 효과가 있다. 따라서 시멘트 복합 재료의

유동성을 감소시키게 된다. 또한 섬유의 혼입률의 증가

는 자체적으로 섬유의 가교 작용 등을 통하여 유동성을

감소시킨다. 따라서 친수성인 PVA 섬유는 배합수 흡착

과 섬유의 혼입에 따른 가교 작용으로 유동성이 감소하

게 되는데 이 연구에서는 0.20%에서 유동성이 감소하여

공시체 제작시 다짐이 어려워 구조용 합성 섬유와 모르

타르의 계면에 공극 발생으로 인하여 부착 강도가 감소

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에는 고성능 섬유 보강 시멘트 복

합 재료의 경우 섬유 혼입률을 2%이상으로 적용하여도

유동성과 섬유 분산 효과가 우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고성능 섬유 보강 시멘트 복합 재료

는 유동성과 분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유동화제 등

혼화제를 적정량 투입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유동성을 확

보하기 위한 혼화제를 적용하지 않았고, 또한 부착 시험

공시체 제작시 배열한 섬유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

문에 충분한 진동 다짐을 적용하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다짐의 불량으로 인한 구조용 합성 섬유와 시멘트 복합

재료의 계면에 공극의 발생하여 부착 강도가 감소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충분한 다짐을 확보하게 되면 구

조용 합성 섬유와 시멘트 매트릭스와의 접착계면의 공극

을 충분히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PVA 섬유 혼입률에 따른 구조용 합성 섬유의 계면인성

시험 결과는 Table 6과 같다. 혼입률이 0.10%, 0.15% 및

0.20%로 증가함에 따라 플라이애쉬 및 고로슬래그 미분

말을 30% 치환한 배합에서 계면인성은 각각 23.25 N-mm,

25.34 N-mm, 34.80 N-mm와 36.67 N-mm, 43.45 N-mm, 47.26

N-mm를 나타내었다. 구조용 합성 섬유의 계면인성 증가

율은 플라이애쉬를 치환한 배합에서 PVA 섬유 혼입률

0.10%와 비교하여 0.15% 및 0.20% 혼입률이 증가함에

따라 각각 8.93% 및 49.61%를 나타내었으며, 고로슬래

Table 6 Bond properties of structural synthetic fiber in cement

based composites with PVA fiber volume fraction

Type of admixture FA BFS

PVA fiber volume 

fraction (%)
0.1 0.15 0.2 0.1 0.15 0.2

Bond strength (MPa)

(Standard deviation)

0.47

(0.09)

0.95

(0.16)

0.7

(0.15)

0.52

(0.08)

1.14 

(0.14)

1.04 

(0.16)

Interface toughness

(N-mm)

(Standard deviation)

23.25

(3.15)

25.34

(4.12)

34.80

(3.68)

36.64

(3.96)

43.45

(6.01)

46.72

(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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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미분말을 30% 치환한 배합에서는 각각 18.47%와

27.51%를 나타냈다. 일반적으로 구조용 합성 섬유의 계

면인성은 매크로 균열 발생 후 거동을 나타낸다. 따라서

구조용 합성 섬유의 인발 거동을 제어하면 계면인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 시험 결과 PVA 섬유는 구조용 합성

섬유의 인발 거동 시 섬유의 가교 작용, 분리, 뽑힘 및

파단을 통하여 구조용 합성 섬유를 정착한 매트릭스를

구속함으로써 인발을 제어하기 때문에 계면인성을 증가

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PVA 섬유의 혼입률이 증

가할수록 계면인성은 증가하는 현상을 나타내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섬유의 혼입률이 증가할수록 구조용 합성

섬유의 인발 거동을 구속하는 섬유의 수가 증가하기 때

문이다. 플라이애쉬 및 고로슬래그 미분말을 치환한 배

합을 비교해보면 포졸란 재료인 플라이애쉬와 잠재 수경

성 재료인 고로슬래그 미분말이 서로 다른 경화 메커니

즘을 가지고 있어 부착 강도 및 계면인성 결과값의 차

이는 발생하고 있지만 PVA 섬유의 혼입률에 따른 결과

값의 변화 경향은 유사하게 나타났다.

3.2.3 압축강도와 부착 강도와의 관계

PVA 섬유 혼입률에 따른 시멘트 복합 재료의 압축강도

와 구조용 합성 섬유의 부착 강도와의 관계는 Fig. 7과

같다. 플라이애쉬를 30% 치환한 배합과 고로슬래그 미분

말을 30% 치환한 배합 모두 섬유의 혼입률이 0.15%까지

는 압축강도가 약간 증가하거나 감소하나 10%이 범위 내

에 포함되어 섬유의 혼입에 따른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압

축강도의 경향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0.20%에서는 10%

이상의 압축강도 감소를 보여주었다. 부착 강도는 0.15%

까지는 증가하나 0.20%에서는 감소하여 압축강도의 감소

는 부착 강도의 감소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2.4 압축강도와 계면인성과의 관계

PVA 섬유 혼입률에 따른 시멘트 복합 재료의 압축강

도와 구조용 합성 섬유의 계면인성과의 관계는 Fig. 8과

같다. 플라이애쉬 및 고로슬래그 미분말을 30% 치환한

배합 모두 섬유 혼입률 0.20%에서 압축강도는 감소하나

계면인성은 증가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계면인성은 균열 발생 후 구조용 합성 섬유가 시

멘트 매트릭스와 분리되는 구간에 영향을 받는데 PVA

섬유 혼입률 증가는 분리 구간에서 가교, 인발, 파단 등

의 작용을 통하여 분리를 억제하는 섬유의 수가 증가하

기 때문에 계면인성이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났다. 

3.3 미세 구조 분석

이 연구에서는 인발 시험 후 구조용 합성 섬유 표면에

서 미세 구조를 관찰하였다. Figs. 9, 10은 PVA 섬유 혼

입률에 따른 플라이애쉬 및 고로슬래그 미분말을 30%

치환한 배합의 인발 시험 후 섬유 표면의 SEM 사진을

보여준다. 기준 섬유(control)는 인발 시험을 실시하지 않

Fig. 7 Relationship compressive strength and bond strength

of structural synthetic fiber in PVA fiber reinforced cement

composites

Fig. 8 Relationship compressive strength and interface

toughness of structural synthetic fiber in PVA fiber

reinforced cement composi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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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구조용 합성 섬유의 표면 사진을 나타낸다. 따라서

표면이 매우 매끈하게 나타났다. PVA 섬유 혼입률이 증

가할수록 구조용 합성 섬유 표면의 긁힘 현상은 증가하

고 있다. 이와 같은 결과로 보아 PVA 섬유의 혼입률이

증가할수록 시멘트 복합 재료와 구조용 합성 섬유의 계

면에서 마찰력을 증가시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섬유

보강 시멘트 복합 재료는 취성의 특성을 가진 시멘트 복

합 재료를 보강 섬유를 이용하여 연성 특성을 가지게 한

것이다. 따라서 구조용 합성 섬유와 시멘트 복합 재료

사이의 첫 번째 매크로 균열 후 인발 거동이 중요하며

PVA 섬유의 혼입률 증가는 섬유의 가교, 인발, 분리 및

파단을 통하여 시멘트 복합 재료 및 시멘트 복합 재료

와 구조용 합성 섬유의 계면의 구속력을 증가시킴으로써

첫 번째 매크로 균열 후 인발 거동을 향상시킨다는 것

을 알 수 있다.

4. 요약 및 결론

이 연구에서는 구조용 합성 섬유와 PVA 섬유를 혼합

한 하이브리드 섬유를 시멘트 복합 재료에 적용시 PVA

섬유가 구조용 합성 섬유와 시멘트 복합 재료에 인발 거

동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였다. 인발 거동은 PVA 섬유

의 혼입률을 변화시켜가며 Dog-bone 인발 시험을 통하

여 인발 거동, 부착 강도 및 계면인성을 측정하였다. 또

한 인발 시험 후 섬유 표면의 미세 구조 관찰을 통하여

부착 거동 메커니즘을 평가하였으며 결과를 요약하면 다

음과 같다. 

1) 부착 강도 시험 결과 섬유의 혼입률이 0.15%까지는

증가하다가 0.20%에서는 감소하는 결과를 보여주었

다. 분산성 시험 결과 친수성인 PVA 섬유가 배합수

를 흡착하여 유동성이 감소함으로써 PVA 섬유를 시

멘트 복합 재료 전체에 골고루 퍼지지 못하는 현상

이 발생하고 공시체 제작시 다짐이 어려운 결과를

초래하였다. 따라서 구조용 합성 섬유와 시멘트 복

합 재료와의 계면에 공극이 발생하여 부착 강도가

감소하였다. 

2) 구조용 합성 섬유와 시멘트 복합 재료와의 계면인

성 시험 결과 계면인성은 PVA 섬유의 혼입률이 증

가할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이와 같은 결

과는 PVA 섬유의 혼입률이 증가할수록 섬유가 골

고루 퍼지는 현상은 감소하였지만 섬유끼리 뭉치는

현상은 발생하지 않았다. 따라서 가교 작용, 뽑힘,

분리, 파단 등의 역할을 하는 PVA 섬유의 수가 혼

입률이 증가할수록 증가하여, 구조용 섬유의 인발

시 구조용 합성 섬유와 시멘트 복합 재료의 계면

및 시멘트 매트릭스에 구속력을 증가시켜 인발에

저항하기 때문이다.

3) 인발 시험 후 구조용 합성 섬유 표면의 미세 구조

관찰 결과 PVA 섬유 혼입률이 증가하면 긁힘 현상

이 증가하는 것이 관찰되었다. 섬유 표면에 긁힘 현

상이 증가하였다는 것은 인발 거동시 시멘트 매트

릭스와의 접착계면에서 마찰력이 크다는 것을 나타

낸다. 따라서 PVA 섬유의 혼입률 증가는 구조용 합

성 섬유의 인발 거동시 마찰저항력을 증가시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9 Microstructure analysis of structural synthetic fiber

surface in fly ash cement based composites with PVA

fiber volume fraction

Fig. 10 Microstructure analysis of structural synthetic fiber

surface in blast furnace slag cement based composites

with PVA fiber volume fr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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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이 연구에서는 하이브리드 구조용 합성 섬유와 폴리비닐알코올(PVA)섬유 보강 시멘트 복합 재료에 정착된

구조용 합성 섬유의 인발 거동에 미치는 PVA 섬유 혼입률의 효과를 제시하였다. 구조용 합성 섬유와 하이브리드 섬유

보강 시멘트 복합 재료와의 인발 거동은 Dog-bone 부착 시험에 의해서 결정하였다. 시험 결과 PVA 섬유의 혼입은 구

조용 합성 섬유와 시멘트 복합 재료와의 인발 거동 특히, 섬유 계면인성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었다. 구조용 합성 섬유

의 인발 시험 결과 구조용 합성 섬유와 시멘트 복합 재료와의 계면인성은 PVA 섬유의 혼입률이 증가할수록 증가하였

다. 미세 구조 분석 결과 PVA 섬유의 혼합은 구조용 합성 섬유와 PVA 섬유 보강 시멘트 복합 재료의 계면인성 메커

니즘을 강화시키는데 효과적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핵심용어 :부착 강도, 계면인성, 미세 구조, 인발 거동, 폴리비닐 알코올 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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