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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evaluated the effects of maleic anhydride grafted polypropylene powder (mPP) contents on the bond properties of

cement mortar and nonpolar macro synthetic fibers (macro synthetic fiber). Dog-bone bond tests were performed to evaluate

the bond performance of macro synthetic fiber in cement mortar with varying amounts of mPP (0%, 5%, 10%, 15%, 20%,

25%, 30% of cement weight). The bond properties (pullout behavior, pullout load and interface toughness) of macro synthetic

fiber in cement mortar increased as the mPP contents was increased. The bond properties increased with the mPP contents. The

microstructure of macro synthetic fiber surface was examined after the pullout test to analyze the frictional resistant force

according to mPP contents during the pullout process of macro synthetic fiber in cement mortar. The scratched of macro syn-

thetic fiber increased with the mPP contents.

Keywords : bond properties, maleic anhydride grafted polypropylene powder(mpp), interface toughness, pullout behavior,

nonpolar macro synthetic fi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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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본 연구는 섬유보강 시멘트 모르타르에서 무수말레인산이 그라프트된 폴리프로필렌(maleic anhydride grafted

polypropylene, mPP) 분말의 첨가가 무극성 마크로 합성섬유(마크로 합성섬유)의 부착특성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였다. 다

양한 mPP의 첨가율(시멘트 중량의 0%, 5%, 10%, 15%, 20%, 25%, 30%)에 따른 시멘트 모르타르와 마크로 합성섬유의

부착거동을 평가하기 위하여 Dog-bone 부착시험을 수행하였다. 시멘트 모르타르내에서 마크로 합성섬유의 부착 특성(일반거

동, 인발하중 및 계면인성)은 mPP의 사용량 증가할수록 증가하였다. 인발시험 후 마크로 합성섬유 표면의 미세구조 분석은

mPP의 첨가율에 따른 마찰 저항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관찰하였다. mPP의 첨가율이 증가할수록 마크로 합성섬유 표면에 긁

힘 현상이 증가하였다. 

핵심용어 : 부착특성, 무수말레인산이 그라프트된 폴리프로필렌 분말, 계면인성, 인발거동, 무극성 마크로 합성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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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보강섬유는 시멘트 모르타르 및 콘크리트의 휨성능을 증가

시켜 취성파괴를 방지하고 연성파괴를 유도한다. 이와 같은

과정은 보강섬유가 시멘트 모르타르와 콘크리트에서 발생 및

성장하는 균열을 제어하기 때문이다. 균열제어 능력은 콘크

리트 및 시멘트 모르타르와 보강섬유와의 부착성능과 관계

된다(Won 등, 2006; Sehaj 등, 2004; 원종필 등, 2008).

섬유보강 시멘트 모르타르 및 콘크리트의 부착거동은 섬유

의 형상 및 표면특성에 따라 크게 좌우된다(won 등, 2006,

2008; Sahauj 등, 2004). 섬유와 시멘트 매트릭스와의 부착

특성을 향상시키는 방법으로는 섬유의 형상을 절곡형

(crimped), 후크형(hooked), 꼬인형(twisted) 등 다양한 모양

으로 변형시켜 역학적 부착력을 증가시키는 방법과 섬유의

표면을 친수성 처리하여 화학적 부착력을 향상시키는 방법

이 있다(Won 등, 2006, 원종필 등, 2007a, b; 하태욱 등

2004). 친수성(hydrophilic)이란 물과 친화력이 있는 성질을

의미하며 반대의 성질을 소수성(hydrophobic)이라고 한다. 물

은 기본적으로 극성 물질에 해당하기 때문에 극성을 가지는

물질은 친수성으로 분류되며, 무극성인 물질은 소수성으로

분류된다. 극성물질은 극이 있는 물질이라서 서로 잡아당기

는 힘이 크며, 무극성 물질은 반대로 극이 없다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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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잡아당기는 힘이 적다. 폴리프로필렌으로 대표되는 폴

리올레핀계 합성섬유는 우수한 기계적 물성, 화학적 성질, 용

이한 가공성 및 경제성이 우수하여 콘크리트 보강섬유로 뿐

만 아니라 각종 성형 및 포장용 필름, 자동차 내장재 등 산

업 전반에 폭 넓게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폴리프로필렌은

분자 구조상 무극성 물질이기 때문에 나일론이나 폴리에스

테르 등의 극성 고분자물질과의 친화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무기 충진제와도 상용성(compatibility)이 없다(이성구 등,

1996; 김종국 등, 2002). 또한 물과 친화성이 없어 콘크리트

를 포함한 시멘트계 재료에 사용할 때에는 여러 가지 문제

점을 노출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단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올레핀계 중합체에 아크릴산이나 무수말레인산 등을 그라프

트 반응시켜 극성기를 도입하여 부착성능을 증가시키는 방

법이 복합재료 분야에서는 적용되고 있다. 

무극성 합성섬유를 시멘트 모르타르 및 콘크리트에 적용하기

위하여 표면을 처리한 연구로는 mPP를 톨루엔으로 용해하여

재생 PET 섬유 및 올레핀계 합성섬유의 표면을 코팅하여 부착

성능을 향상시킨 연구가 진행되었다(원종필 등, 2007a, b; Won

등, 2008). 또한 mPP를 톨루엔에 용해시 농도를 15%로 한

것이 친수성 코팅의 효과가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원종

필 등, 2007a, b). mPP를 톨루엔으로 용해시켜 망사형 폴리프

로필렌섬유를 코팅한 경우에 분산성 향상 및 부착력 향상으로

압축강도 등 콘크리트의 성능 향상에 우수한 효과를 발휘하는

연구결과도 도출하였다(하태욱 등, 2004). 그러나 상기와 같은

방법은 mPP를 톨루엔 등으로 용해시키는 과정이 추가적으로

필요하고, mPP의 용해시 무수말레인산의 농도 및 섬유전체에

균질적으로 코팅하기 위한 과정, 건조시키는 공정 등 여러 가

지 공정이 필요한 문제점이 있다. 한편 폴리프로필렌의 우수한

물리·역학적 특성으로 인하여 최근 들어 나노클레이, 몬모릴

로나이트 등 다양한 재료를 혼합한 나노 복합재료에 대한 연

구가 복합재료 분야 등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정훈 등, 2005; 홍채환 등, 2006; 이성구 등, 2005). 이때

폴리프로필렌은 상기에서 제시한 것과 같이 무극성 재료로서

무기재료 등과 친화력이 없고 부착력이 낮은 단점을 가지고 있

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mPP가 상용화제

(compatibilizer)로 적용되고 있다. 상용화제는 서로 다른 극성의

재료를 접합시키는데 사용되는 재료이다(이성구 등, 1996).

mPP에 대한 연구로는 나이론과 폴리프로필렌을 혼합하여 결합

시키기 위한 재료로 mPP를 적용하고 있으며 mPP 사용량에

따라 복합재료의 역학적성능이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

나고 있다(김종국 등, 2002). 그러나 복합재료에 mPP를 적용하

여 결합력을 증가시키기 위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높은 온도를

적용하는 것이 대부분으로 상온에서 배합되는 시멘트 모르타

르 및 콘크리트에서 마크로 합성섬유와의 직접적인 부착력 향

상을 기대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극성재료인 mPP

가 시멘트 모르타르 및 콘크리트와는 강한 부착력을 확보할 수

있어 계면강화에 의한 부착력 향상을 도모할 수 있으며, 무극

성 재료인 마크로 합성섬유와 시멘트 모르타르 및 콘크리트와

의 결합력 증대라는 추가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그리고

장기 노출조건에서 콘크리트의 온도가 상승하면 상용화제로서

mPP의 역할도 기대할 수 있어 마크로 합성섬유와 시멘트 모르

타르 및 콘크리트와의 결합력이 향상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

구에서는 mPP를 톨루엔으로 용해시킨 용액을 이용하여 마크

로 합성섬유 표면을 코팅하는 방법 대신에 mPP를 시멘트 모

르타르에 직접 첨가하여 무극성의 특성을 가진 마크로 합성섬

유의 부착특성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였다. 또한 적정한 mPP

사용량을 결정하기 위하여 mPP 사용량 변화에 따른 마크로

합성섬유와 시멘트 모르타르의 부착특성을 평가하였다. 

2. 실험계획

2.1 재료

본 연구에서는 국내 S사의 비중 3.14의 보통 포틀랜드 시

멘트, 비중 2.61의 잔골재를 사용하였다. mPP는 무극성의

폴리프로필렌을 무수말레인산을 도입하여 개질한 재료로서

물과 결합력이 강한 극성재료로 본 연구에서는 국내 H사에

서 제조한 PH-200 제품을 적용하였다. mPP의 물리·역학

적 특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콘크리트 보강섬

유 생산업체인 C사에 의뢰하여 mPP를 사출기를 이용하여

직경 1 mm의 섬유상으로 사출 한 후 인장시험용 시편을

제작하여 밀도, 인장강도 등을 회득하였다. mPP의 물리·역

학적 특성 및 형상은 Table 1 및 Fig. 1에 각각 나타내었

다. 마크로 합성섬유는 폴리프로필렌을 주요 구성요소로 하

는 폴리올레핀계로 제조된 섬유로 형상 및 특성은 Fig. 2

및 Table 2와 같다.

Table 1. Properties of mPP 

Property mPP

Elastic modulus (MPa) 350

Density (g/mm3) 0.91

Tensile strength (MPa) 550~750

Surface property Hydrophilic

Fig. 1 SEM investigation of mPP(×500)

Table 2. Properties of macro synthetic fiber

Property macro synthetic fiber

Elastic modulus (MPa) 4.7×103

Density (g/mm3) 0.91

Tensile strength (MPa) 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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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배합설계

본 연구에서 사용된 시멘트 모르타르의 배합은 Table 3과

같다. mPP의 사용량은 시멘트 중량의 0%, 5%, 10%, 15%,

20%, 25% 및 30%를 사용하여 사용량에 따른 부착특성을

평가하였다. 

2.3 실험방법

2.3.1 압축강도

mPP 사용량에 따른 압축강도 특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KSL 5105에 따른 50 mm×50 mm×50 mm의 입방체 공시

체를 제작하여 재령 28일 후 압축강도 시험을 실시하였다.

2.3.2 휨강도

mPP 사용량에 따른 휨강도 특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KSL

5105에 따른 40 mm×40 mm×160 mm의 각주형 공시체를

제작하여 재령 28일 후 휨강도 시험을 실시하였다.

2.3.3 부착강도

mPP 사용량에 따른 시멘트 모르타르와 마크로 합성섬유의

부착거동을 평가하기 위하여 JCI SF-8에 따른 dog bone

shape 몰드를 이용하였다. Fig. 3과 같이 dog bone shape

공시체를 두 부분으로 분할한 후 중앙에 보강섬유를 정착시

켰다. 섬유의 정착길이는 14.5 mm이다. 부착시험 공시체는

제작 후 24시간 동안 23±2oC 및 상대습도 50±2%의 범위

에 초기 양생을 실시 한 후 탈형하여 23±2oC의 물속에서

시험 전까지 습윤양생을 실시하였다. 시험은 재령 28일간의

양생 후에 변위 제어방식의 UTM에 설치 한 후 0.4 mm/

min의 하중재하속도로 부착성능을 획득하였다. 

3. 실험결과

3.1 압축강도

mPP 사용량 따른 압축강도 시험결과는 Fig. 4와 같다.

mPP를 사용하지 않은 기준 배합은 약 43 MPa의 압축강도

를 나타내었으며 mPP의 사용량에 따라 약간 증가하나 10%

Fig. 2 Geometry of macro synthetic fiber

Table 3. Mix proportions of cement mortar

No. of 
mix

w/c
(%)

Unit weight (kg/m3) 

Cement Water
Fine 

aggregate
mPP 

No.1

47 606 285 1363

0

No.2 30.3

No.3 60.6

No.4 90.9

No.5 121.2

No.6 151.5

No.7 181.8

Fig. 3 Arrangement of the partitioning board and fiber, and setting in the mold

Fig. 4 Compressive strength of cement mortar with mPP

contents

Fig. 5 Flexural strength of cement mortar with mPP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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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내의 증가율을 보여주어 mPP의 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mPP의 혼입률이 25%까지는 약간씩 강도가

증가하나 30%에서는 약간 감소하였는데 이 감소율 역시 50

MPa에서 48 MPa로 감소한 결과로 10% 범위 안에 있어

큰 차이는 아니었다. 

3.2 휨강도

mPP 사용량에 따른 휨강도 시험결과는 Fig. 5와 같다.

mPP를 첨가하지 않은 기준 배합은 약 8.7 MPa의 휨강도

를 보여주었으며 mPP의 첨가에 따라 약 10.8 MPa~11.5

MPa를 나타내었다. mPP를 첨가하지 않은 배합과 비교해보

면 휨강도는 mPP의 첨가에 따라 약 20%~30%까지 증가

하는 경향을 보여주었는데 이와 같은 결과는 mPP가 극성

Fig. 6 Pullout behavior of macro synthetic fiber with mPP

contents

Fig. 7 Pullout behavior of macro synthetic fiber with mPP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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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로서 시멘트 매트릭스 내에서 강한 부착력과 시멘트 매

트릭스와 비교하여 인장강도가 크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 

3.3 부착성능

3.3.1 일발거동

mPP 사용량에 따른 인발거동은 Fig. 6 및 7과 같다.

Fig. 6은 마크로 합성섬유의 전체 인발거동을 나타낸 것이

며, Fig. 7은 각 사용량에 따른 거동을 각각 보여 준 것이

다. 인발거동을 살펴보면 초기에는 인발하중과 미끄러짐

(slip)의 관계가 거의 비례관계를 나타내다가 마크로 합성섬

유와 시멘트 모르타르와의 미끄러짐이 발생하면 비선형적인

거동으로 변화한다. 또한 마크로 합성섬유의 특성상 표면에

있는 홈에 시멘트 모르타르가 채워지는 형태로 결합된다.

인발하중이 작용을 하면 이와 같은 홈을 채운 시멘트 모르

타르가 섬유가 파괴되기 전에 계면에서 파괴를 발생시킨다.

계면에서 균열이 발생하면 섬유의 미끄러짐이 발생하는 동

시에 급격한 하중 감소가 발생한다. 그 후 다시 하중이 증

가하다가 홈과 결합된 시멘트 모르타르와 마크로 합성섬유

의 계면에서 균열이 발생하면 섬유의 뽑힘이 발생하고 하중

이 감소하는 거동을 반복적으로 발생시킨다. 이와 같은 거

동은 mPP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크기 및 반복주기가 증가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극성재료인 mPP가 섬유와 시

멘트 모르타르사이의 계면에 위치하여 강한 부착력으로 계

면을 강화시켜 통하여 균열의 발생 및 성장을 억제하기 때

문이다(Fig. 8). 

3.3.2 인발하중

본 연구에서는 섬유의 표면 형상으로 인하여 섬유의 단면

적과 정착 길이를 정확히 나타낼 수 없어 부착강도 보다는

인발하중 값으로 결과를 비교하였다. mPP 첨가율에 따른 인

발하중 시험결과는 Fig. 9와 같다. 시험결과 mPP 첨가율이

0%, 5%, 10%, 15%, 20%, 25% 및 30%로 증가함에 따

라 인발하중은 각각 82N, 91N, 92N, 98N, 102N, 131N

및 134N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이와 같은 결과는

mPP의 사용량이 증가할수록 섬유와 시멘트 매트릭스간의 계

면 특히 섬유의 홈에 채워지는 mPP의 양이 많아져 강한

부착력을 통한 계면강화로 균열의 발생 및 성장을 억제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mPP가 극성재료로서 무극성의 마크

로 합성섬유와 시멘트 모르타르와의 부착력을 증가시켜 나

타난 결과로 보인다. 

3.3.3 계면인성

계면인성은 균열발생 후 거동을 나타내는 중요한 인자로

계면인성이 클수록 시멘트 모르타르의 연성 거동 확보에 유

리하다. 일반적으로 계면인성은 섬유의 인발과정에서 소비되

는 역학적 에너지로 정의될 수 있으며, 인발거동 곡선 아래

면적으로 구할 수 있다(원종필 등, 2006). Fig. 10은 mPP

의 사용량에 따른 계면인성을 보여준다. mPP를 사용하지 않

은 배합은 계면인성이 약 21N-mm이었으며, 사용량이 5%,

10%, 15%, 20%, 25% 및 30%로 증가할수록 계면인성은

약 26N-mm, 28N-mm, 31N-mm, 31N-mm, 31N-mm 및

32N-mm로 나타났다. 계면인성은 mPP의 사용량이 증가하면

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지는 않고 15% 정도 첨가하면 일정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3.4 미세구조분석

Fig. 11은 mPP 사용량에 따른 부착시험 후 마크로 합성

Fig. 8 Fracture process of mPP cement mortar

Fig. 9 Pullout load of synthetic macro fiber with mPP contents

Fig. 10 Interface toughness of synthetic macro fiber with

mPP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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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 표면의 SEM 사진을 보여준다. mPP 첨가율이 증가할

수록 섬유 표면의 긁힘 현상은 증가하고 있다. Fig. 11(a)는

인발시험을 실시하지 않은 섬유의 표면 상태로 매끈한 표면

을 보여주며, Fig. 11(b)는 mPP를 첨가하지 않은 배합의

인발시험 후 섬유 표면을 보여주는 것으로 약간의 긁힘 현

상이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mPP 첨가율이 증가하면서 이와

같은 긁힘 현상은 증가하며, 섬유의 외곽표면에는 섬유의 긁

힘 현상뿐만 아니라 부분적으로 찢겨진 모습도 관찰 할 수

있다. 따라서 mPP 첨가율이 증가하면 마찰력이 증가하여 인

발하중 및 계면인성이 증가한다는 것으로 알 수 있다.

4.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mPP 사용량에 따른 마크로 합성섬유와 시멘트

Fig. 11 SEM investigation of macro synthetic fiber surface with mPP contents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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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타르와의 부착성능을 평가하였다. 시험은 압축강도, 휨

강도 및 dog-bone 공시체를 이용한 부착시험을 실시하였다.

인발시험 후 섬유 표면의 미세구조 분석을 실시하여 mPP

사용량에 따른 마크로 합성섬유의 인발거동 메카니즘을 평

가하였으며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mPP 사용량에 따른 압축 및 휨시험결과 압축강도는 약

10% 미만의 증가율을 나타내어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

며, 휨강도는 mPP를 사용하지 않은 공시체와 비교하여 약

20~30%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이는 mPP가 극성

재료로서 시멘트 모르타르와 부착력이 우수하고, 시멘트 모

르타르와 비교하여 인장강도가 크기 때문으로 보인다.

2. 마크로 합성섬유의 인발거동은 mPP 사용량이 증가할수록

인발하중 및 하중의 증감이 반복되는 주기가 커지는 경향

을 나타내었다. 마크로 합성섬유는 섬유표면에 부착력 향

상을 위하여 변화를 준 홈이 있으며, 시멘트 모르타르가

이 홈을 채우고 있다. 인발하중을 받게 되면 홈을 채운

시멘트 모르타르와 마크로 합성섬유사이의 계면에서 균열

이 발생하고 성장하면서 파괴가 발생하는데 극성재료인

mPP가 강한 부착력으로 균열을 제어하기 때문에 mPP 사

용량이 증가할수록 파괴를 지연시켜 우수한 거동을 나타

낸 것으로 보인다. 또한 mPP가 결합재로서 무극성 마크

로 합성섬유와 시멘트 모르타르간의 부착력을 향상시키기

때문으로 보인다.

3. 마크로 합성섬유의 인발하중 및 계면인성은 mPP의 사용

량이 증가할수록 향상되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mPP가 극성 재료로 시멘트 모르타르와의 부착력

이 강하고, 마크로 합성섬유와 시멘트 모르타르의 계면을

강화시켜 계면에서의 균열 발생으로 인한 파괴를 억제 및

지연하기 때문이다. 또한 결합재로의 역할을 통하여 마크

로 합성섬유와 시멘트 모르타르와의 부착력을 향상시키기

때문으로 보인다. 

4. 부착시험 후 마크로 합성섬유 표면의 미세구조를 관찰한

결과 mPP의 사용량이 증가할수록 마찰력으로 인한 긁힘

현상이 증가하고, 섬유의 외곽부에 찢겨짐 현상 등이 발생

하였다. 따라서 mPP의 사용은 마크로 합성섬유의 부착성

능을 향상시키는데 효과적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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