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서 론

최근 적층제조 기술은 건설 산업에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이 기술은 콘크리트 필라멘트의 적층을 통한 대상 구조물의 3D 

프린팅으로 알려져 있다. 3D 콘크리트 프린팅 설계 시 각 층의 

적층으로 인한 3D 프린팅 콘크리트의 이방성 재료 특성을 고려해

야 한다. 또한 하중 방향은 3D 프린팅 콘크리트의 재료 특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Hass et al. 2020a; Kruger et al. 2021; Paul 

et al. 2018; Joh et al. 2020; Nerella et al. 2019). 특히, 3D 프린팅 

콘크리트의 층간 표면에 평행하게 하중을 가하면 층간 부착강도 

및 휨인장강도는 감소한다. 층간 부착강도는 3D 프린팅 구조물의 

구조적 거동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3D 프린팅 콘크리트의 층간 부착강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여러 

연구가 수행되었다(Marchment and Sanjayan 2020a; Baduge et 

al. 2021; Baz et al. 2021; Baz et al.2020). 3D 프린팅 구조물의 

층간 보강기법은 보강재의 설치 시점에 따라 선설치 기법과 후설

치 기법으로 구분된다(Marchment and Sanjayan. 2020b). 선설

치 보강 방식의 경우, 콘크리트 프린팅을 수행하기 전에 미리 보강

재를 제작하여 설치한다. 이 방법은 벽체나 기둥 구조물과 같은 

수직 구조를 프린팅하는 데 유용하지만, 수직이 아닌 구조를 제작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미리 설치된 보강재와 노즐의 간섭으로 

인해 프린팅용 노즐 이동이 어려워 노즐에 대한 특수 설계가 필요

하다. 후설치 방식의 경우, 프린팅이 완료된 후 콘크리트 층에 보

강재를 설치한다. 이 방식이 선설치 방식 방식보다 보편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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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 연구자는 부착강도 향상에 효과적인 방법을 연구했다. 

Hass and Bos(2020b)는 3D 프린팅 콘크리트에 나사형 보강재를 

사용하는 새로운 보강 공법을 도입했다. 이 연구에서 3점 하중 재

하조건에서의 휨인장강도 및 부착강도 실험 결과의 파괴 형상은 

나선형 보강재가 콘크리트의 층간 부착강도를 향상시킴을 나타낸

다. Ma et al.(2019)의 연구는 마이크로 케이블을 사용하여 3D 프

린팅 콘크리트를 보강하는 기법을 제시하였다. 마이크로 케이블로 

보강된 3D 프린팅 콘크리트의 휨강도 및 균열 후 연화거동이 개선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Bester et al.(2020)은 직선형 강섬유로 보

강된 프린팅 콘크리트의 균열 후 거동을 연구했다. 이들은 콘크리

트 필라멘트에 직선형 강섬유를 추가하면 프린팅 콘크리트의 균열 

후 거동이 향상된다고 보고했다. Perrot et al.(2020)은 네일(nail) 

보강이 콘크리트 강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했다. 그들의 실험결

과는 콘크리트 층에 네일을 삽입할 때, 프린팅된 콘크리트 시편의 

휨인장강도와 연성이 향상되는 것을 나타내었다. 또한, Wang et 

al.(2020)의 연구결과는 내알칼리성 유리 섬유 보강재가 얇은 쉘 

구조 요소에 대한 강도 향상 가능성을 나타낸다. 일체타설된 시편

과 프린팅된 시편의 휨강도, 휨강성 및 균열 후 연성은 실험결과에

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대부분의 연구에서 3D 프린팅 

콘크리트의 강도를 높이기 위해 층을 관통하는 보강재가 매우 중

요하므로, 층간 보강재의 설치 필요성을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기존 연구를 바탕으로 층간 보강재가 적

용된 3D 프린팅 콘크리트의 인장강도 및 부착강도 특성을 알아보

기 위한 실험연구를 수행하였다. 4개의 3D 프린팅 콘크리트 구조

물을 제작하고 구조물에서 콘크리트 시편을 추출하였다. 마지막으

로 하중방향, 층간 보강재의 겹침 이음 길이 및 양생 조건이 강도 

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비교하였다.

2. 재료 및 배합

굳지 않은 상태의 3D 프린팅 콘크리트는 압출성과 시공성이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필요 사항을 만족하려면 3D 프린팅 콘크리

트 배합의 구성 성분과 일관성을 고려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입자 크기가 0.16∼0.2mm인 잔골재가 사용되었다. 바인더로는 보

통 포틀랜드 시멘트(OPC)와 실리카흄(SF)을 사용하였으며, KS L 

5405에서 제시하는 3등급 기준을 만족한 플라이애시를 추가적으

로 혼입하였다. 배합의 세부 사항은 Table 1에 나타내었다. OPC의 

밀도는 3.14g/cm3이며 C등급의 플라이애시는 2.26g/cm3이다. 배

합에 91.3%의 SiO2 함량을 가진 실리카 흄을 첨가하여 압출성을 

확보하였다. 콘크리트 배합에 고성능 감수제(HWRA)를 첨가하여 

0.25의 물-바인더 비를 고려하였다. HWRA를 추가하여 3D 프린

팅 콘크리트의 압출성과 강도 향상을 기대하였다. 또한 배합에 점

성제를 추가하여 배합의 점도를 개선하고 재료 분리를 방지하였

다. 점성제는 수분 증발을 방지하기 때문에 콘크리트 필라멘트의 

건조 수축을 제어한다(Cappellari et al. 2013; Khayat 1998).

Fig. 1. Interlayer reinforcements

3D 프린팅 콘크리트의 층간 보강재로 공칭직경 3mm인 강철봉

을 사용하였다. 길이가 100mm 및 300mm인 층간 보강재를 Fig. 

1에 나타내었다. 층간 보강재에는 표면에 나선형태가 형성되어 있

다. 층간 보강재의 항복강도와 극한강도는 각각 506MPa 및 

584MPa이다.

3. 3D 프린팅 계획 및 시편 제작

3.1 3D 프린팅

본 연구에서는 프린팅 장비로서 X, Y, Z 방향으로 이동하는 갠

트리 시스템을 사용하였으며, Fig. 2에 나타내었다. 굳지 않은 상

W/B
Unit weight(kg/m3)

Water OPC SF FA Sand HWRA Viscosity agent

0.25 222 610 87 175 1,206 17.4 0.87

Note : OPC: Ordinary Portland Cement, SF: Silica fume, FA: Fly ash, and HWRA: high-performance water-reducing agent

Table 1. Mixing propor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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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의 콘크리트는 펌프 압송을 위해 용기에 담기며, 펌프를 통하여 

프린팅 노즐로 이동된 후, 제어장치에 의해 콘크리트 필라멘트를 

출력한다. 콘크리트 구조물은 평평한 판에서 프린팅되었다. 프린

팅 프로세스는 좌표 데이터 준비, 콘크리트 필라멘트 준비 및 콘크

리트 프린팅의 세 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좌표 데이터 준비 단계에

서는 프린팅 프로세스를 위한 G-code 파일을 통합하여 각 층에 

대한 프린팅 경로를 생성한다. 콘크리트 필라멘트 준비 단계에서

는 콘크리트가 혼합되어 용기 안에 배치된다. 굳지 않은 콘크리트

는 펌프-파이프-노즐 시스템을 통해 원활하게 전달되어 용기에서 

콘크리트 필라멘트를 압출한다. 마지막으로, 노즐 높이, 프린팅 속

도 및 프린팅 방향을 통합한 프린팅 공정은 컨트롤러 시스템에 

의해 제어된다. 프린팅 공정 중에 노즐 높이를 Z 방향으로 조정할 

수 있다.

겹침 이음 길이가 다른 보강재가 3D 프린팅 콘크리트의 강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4개의 직사각형 벽 구조를 프린팅했

다. 짧은 변 방향과 긴 변 방향을 따라 두 벽 사이의 중심 간 거리는 

각각 400mm와 600mm이다. 4개의 구조물은 프린팅 노즐 속도를 

3mm/s으로 일정하게 유지하였으며, 최대 30개의 층으로 적층되

었다. 한 층의 높이는 약 10mm이고, 이에 따라 벽체의 총 높이는 

약 300mm로 고려하였다.

또한 프린팅된 구조물에 있는 층간 보강재의 배근 유형을 Fig. 

3에 나타내었다. 4개의 구조는 층간 보강재의 유무와 겹침 이음 

길이에 따라 구분하였으며, S1, S2-300 및 S3-40으로 명명하였

다. 구조물 S1은 기준 구조물이므로 Fig. 3(a)와 같이 층간 보강재

를 사용하지 않았다. 반면에 S2-300 및 S3-40 구조물의 경우, 

프린팅된 콘크리트가 종결되기 전에 층간 보강재를 각 구조물의 

벽체를 따라 콘크리트 층을 관통하여 삽입하였다.

구조물 S2-300은 구조물 S1과 동일한 직사각형 모양으로 프린

팅되었지만, 구조물 S2-300은 두 개의 긴 변에 길이 300mm의 

층간 보강재로 보강되었다. 보강재는 프린팅 방향으로 100mm 거

리를 두고 프린팅 층을 관통하였다.

구조물 S3-40도 구조물 S1과 치수가 같은 30개의 층으로 이루

어진 적층 구조이다. 100mm 길이의 층간 보강재가 구조물 S3-40

에 적용되었으며, 겹침이음길이가 40mm이다. 첫 번째 층간 보강

재는 10개의 층이 프린팅된 후 콘크리트 층을 통해 설치되었다. 

Fig. 2. Gantry system for 3D printing
(a) Structure S1

(b) Structure S2-300

(c) Structure S3-40

Fig. 3. 3D-printed concrete struc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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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층간 보강재는 6개의 층이 프린팅된 후 10개의 층을 관통

하여 설치되었다. 이에 따라 4개의 콘크리트 층을 통해 철근을 이

어 겹침 이음 길이를 40mm로 했다. 이 과정을 구조물의 프린팅이 

완료될 때까지 순차적으로 반복했다. 또한 실제 프린팅된 구조는 

Fig. 4에 나타내었다. 

Fig. 4. Actual printed structures

3.2 시편 준비

3D 프린팅 콘크리트는 응결 시간이 짧으므로 초기에 높은 강도

를 발현하여 구조를 안정화할 수 있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 약 90

분의 필라멘트 출력 후에 3D 프린팅 콘크리트의 초기 강도가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Wolfs et al. 2018; Panda et al. 2019; 

Ding et al. 2020).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초기 양생에서 시편을 

추출하여 제작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양생 초기에 콘크리트의 

층간 부착이 흐트러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프린팅 공정을 마친 

후 5∼6시간 사이에 프린팅된 구조물의 벽체을 절단하였다.

재료강도실험을 위한 시편을 얻기 위해 프린팅된 구조물의 벽

체를 큐브 및 프리즘 시편 크기로 절단하였다. 프린팅된 구조물에

서 추출된 시편은 Fig. 5과 같으며, 실제 구조물에서 시편을 절단하

여 추출하는 과정은 Fig. 6과 같다. 압축강도 및 쪼갬인장강도 실

험을 위해 Fig. 5(a)와 같이 구조 S1의 프린팅된 벽에서 

50×50×50mm 크기의 큐브 시편을 추출했다. 또한, 프린팅 콘크

리트와의 비교를 위한 압축 실험을 위해 50×50×50mm 크기의 

프린팅하지 않은 큐브 단일 시편을 제작하였다. Fig. 5(b)와 같이 

하중방향 I 및 II에서 휨인장실험용 시편을 얻기 위해 50×50× 

300mm의 크기를 갖는 프리즘 시편을 프린팅 방향과 평행하게 절

단하고 추출하였다. 하중 방향 III의 휨인장실험의 경우, 50×50× 

300mm 치수의 프리즘 시편을 Fig. 5(c)와 같이 프린팅 방향에 수

직으로 추출했다. 이때, 휨인장 시험 시 층간 보강재는 프리즘 시

편 단면의 인장 영역에 위치하도록 하였다.

3D 프린팅된 구조물에서 시편을 추출한 후, 일부 시편을 

24±2°C의 물에서 수중 양생하였고, 나머지 시편을 상온에서 28

일 동안 기건 양생하였다. 28일 동안 양생한 후, 압축 및 쪼갬인장 

실험을 위해 일부 프리즘 시편을 50×50×50mm 크기의 큐브 시

편으로 절단하였다.

(a) Cubic specimens for compressive and splitting tensile tests

(b) Prismatic specimens for flexural tensile tests in 

loading directions I and II

(c) Prismatic specimens for flexural tensile tests in 

loading direction III

Fig. 5. Extracting concrete specimens from the 3D-printed struc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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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Process of extracting 3D-printed specimens

4. 콘크리트 강도 평가 방법

압축강도 실험을 위해 Fig. 7과 같이 단일 시편 및 프린팅된 

큐브 시편을 서로 다른 세가지 하중 방향 I, II 및 III에서 실험하였다. 

여기서, 하중 방향 II 및 III은 압축강도 실험 시, 동일한 방향으로 

프린팅된 시편이므로 Fig. 7의 (c)에 같이 나타내었다. 단일 시편과 

프린팅 시편의 압축강도는 다음식과 같이 계산되었다(ASTM 

C109M-07 2007).

                   


×


 (1)

여기서, 는 시편 단면의 너비(mm), 는 시편 단면의 높이(mm), 

는 최대 하중(N)이다.

큐브 시편의 쪼갬인장강도 실험은 Fig. 8과 같이 세 가지 다른 

하중 방향 I, II 및 III에서 수행되었다. 쪼갬인장강도는 다음식과 같

이 계산되었다(ASTM C496M-04 2004).

                  


××

×
 (2)

여기서 은 선하중의 시편 접촉 길이(mm), 는 시편 단면의 폭

(mm), 는 최대 하중(N)이다.

3D 프린팅 콘크리트의 휨인장강도와 비교하기 위해 기준 시편

을 하중 방향 I 및 II로 실험하였다. 또한 Fig. 9와 같이 층간 보강재

가 층간 부착강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보강재가 삽입

된 시편을 III 방향으로 실험하였다. 프리즘 시편의 휨인장강도는 

다음식과 같이 계산되었다(ASTM 348-18 2018).

                




××

××
 (3)

여기서 은 지점 사이의 거리(mm), 는 시편 단면의 폭(mm), 

는 시편 단면의 높이(mm), 는 최대 하중(N)이다.

단면적은 층의 폭과 층 높이에 따라 달라지므로 시편의 각 측면

의 실제 치수를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재료 실험을 

수행하기 전에 시편의 각 측면을 측정하여 실제 단면적을 구하였다.

(a) Direction I (b) Direction II (c) Direction III

Fig. 8. Splitting tensile strength tests with differnet loading directions

(a) Monolithic specimen (b) Loading direction I

(c) Loading direction II(III)

Fig. 7. Compressive strength tests with different loading directions

(a) Direction I (b) Direction II (S1)

(c) Direction III (S20-300) (d) Direction III (S3-40)

Fig. 9. Flexural tensile strength tests with different loading dire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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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실험결과 및 논의

5.1 압축강도

서로 다른 하중 방향으로 수행되는 콘크리트 압축강도 실험결

과를 Table 2에 나타내었다. 하중 방향 II에 대한 압축강도 실험결

과는 Fig. 7과 같이 하중 방향 II가 하중 방향 III과 실제로 동일하기 

때문에 하중 방향 III과 동일하게 표에 나타내었다.

수중 양생한 단일 시편의 압축강도는 75.3MPa였으며 프린팅된 

시편보다 더 높았다. 실험결과는 층간 부착강도가 프린팅된 시편

의 압축강도 감소에 영향을 미쳤음을 나타낸다. 또한, 수중 양생 

시편의 평균 압축강도는 각각 방향 I과 II(III)에서 49.6MPa와 

33.3MPa로 나타났다. 수중 양생 시편의 하중 방향 II(III)의 압축강

도는 하중 방향 I의 시편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값을 나타냈다. 하중 

방향 II(III)의 압축강도 감소는 층간 부착강도와 프린팅된 시편의 

이방성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수중 양생 시편의 파괴 형상은 

Fig. 10에 나타내었다. 프린팅된 시편에 대해 하중 방향 II에서 층간 

부착이 탈락되어 결국 시편이 파괴된다.

기건 양생의 경우 단일 시편은 프린팅된 시편보다 약 2배 높은 

압축강도를 보였다. 프린팅된 시편의 하중 방향 I과 II(III)의 압축강

도는 각각 25.7MPa와 25.3MPa로 나타났다. 프린팅된 시편의 두 

가지 하중 방향에서 압축강도 차이는 크지 않았다. 특히, 하중 방

향 II의 층간 부착 파괴는 육안으로는 관찰되지 않았으며, 이는 하

중 방향 II의 프린팅 시편의 압축강도가 층간 부착 파괴에 미치는 

영향은 미비한 것을 나타낸다.

수중양생과 기건양생의 압축강도는 차이를 나타낸다. 특히, 수

중양생 조건에서 만들어진 단일 시편과 프린팅된 시편의 압축강도

는 기건양생 조건에서 만들어진 단일 시편과 프린팅된 시편보다 

하중 방향 I에서 약 2배 더 크다. Termkhajornkit et al.(2006)의 

연구는 플라이애시와 시멘트 페이스트의 수화도가 수중양생 조건

에서 향상되었으며, 플라이애시의 포졸란 반응이 소량의 물과 함

께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했다. 따라서 수중 양생 조건에서 플라이

애시와 시멘트 페이스트의 수화도가 향상되어 3D 프린팅 콘크리

트의 강도가 향상된 것으로 판단된다.

5.2 쪼갬인장강도

수중 양생 조건의 경우 시편의 하중 방향 쪼갬인장강도는 각각 

(a) Loading Direction I (b) Loading Direction II (S1)

Fig. 10. Compressive failure patters of concrete somples in loading 
directions I and II (water curing conditions)

Strength Fabrication method Loading direction

Interlayer 

reinforcement

(mm)

Curing conditions

Water curing Air curing

Mean S.D. Mean S.D.

(MPa) (MPa) (MPa) (MPa)

Compressive strength

(
'

c
f )

Monolithic - - 75.3 4.3 45.5 2.3

Printed

I - 49.6 11.4 25.7 8.5

II - 33.3 5.3 25.3 1.2

III - (33.3)* (5.3)* (25.3)* (1.2)*

Splitting tensile strength

 ( t
f )

Printed

I - 5.8 0.8 4.5 0.3

II - 3.8 0.4 2.2 0.4

III - 2.6 0.1 1.6 0.2

Flexural tensile strength

( r
f )

Printed

I - 10.0 0.6 4.3 1.5

II - 10.3 0.7 4.5 1.1

III 300(no splice) 6.3 1.1 4.6 1.2

III 40(splice) 5.6 1.0 3.7 0.9

Note: S. D: standard deviation

     *: In the compressive strength test, loading direction II is actually the same as loading direction III. Therefore, the test results in loading direction 

II are shown repeatedly in loading direction III.

Table 2. Strength properties of the 3D-printed concre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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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3.8 및 2.6MPa로 나타났다. 이러한 실험결과는 시편의 쪼갬

인장강도가 하중 방향에 따라 크게 좌우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하중 방향 III에서 쪼갬인장강도는 다른 하중 방향의 쪼갬인장강도

보다 낮았다. 수중 양생 시편의 파괴 형상은 Fig. 11(a)와 같다. 하중 

방향 III에서 시편의 파괴 형상은 층간의 면을 따라 발생하고, 하중 

방향 II에서 파괴 형상은 층간에 수직인 면을 따라 발생했다. 따라

서 하중 방향 III의 쪼갬인장강도는 층간의 부착강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하중 방향에 따른 시편의 쪼갬인장강도는 기건 양생 조건에서 

각각 4.5, 2.2 및 1.6MPa이었다. 수중양생 조건에서의 쪼갬인장강

도는 하중방향의 영향을 받았듯이 기건양생 조건에서의 쪼갬인장

강도 또한 하중 방향의 영향을 받았다. 이러한 현상은 3D 프린팅된 

시편의 쪼갬인장강도가 콘크리트의 이방성 특성에 크게 의존함을 

나타낸다. 층간 균열은 층간 부착면의 파괴로 시작되고, 최종적으

로 층간 분리가 콘크리트의 파괴로 이어졌다. 따라서, 3D 프린팅

된 콘크리트 시편의 쪼갬인장강도는 콘크리트의 이방성 특성과 

층간 부착 특성에 크게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 Loading direction II (b) Loading direction III

Fig. 11. Splitting tensile failure patterns of concrete samples in 
loading directions II and III (water curing condition)

수중 양생 후의 쪼갬인장강도는 기건 양생 후 쪼갬인장강도보

다 크게 나타났다. 콘크리트의 수중 양생은 콘크리트의 수화작용

을 촉진하여 기건 양생 콘크리트 시편에 비해 수중 양생 콘크리트 

시편의 쪼갬인장강도를 향상시켰다. 이는 건설현장의 구조물이 시

공되는 습윤 조건이 3D 프린팅된 콘크리트 구조물의 쪼갬인장강

도를 증진시킬 수 있음을 나타낸다.

5.3 휨인장강도

수중 양생 조건의 경우, 하중 방향 I에서 휨인장강도 10.0MPa로 

하중 방향 II에서 나타낸 10.3MPa 값과 유사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하중 방향 III의 휨인장강도는 하중 방향 I 및 II보다 훨씬 낮았다. 

하중 방향 III의 경우 층간에서 휨 인장 응력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

된다. 하중 방향 III의 휨인장강도는 층간, 특히 프린팅된 층 사이의 

계면에서의 부착강도와 밀접한 영향이 있다. 따라서 프린팅된 층

간의 과도한 인장응력 하에서 콘크리트 파괴로 구분될 수 있다.

S2-300 및 S3-40 시편의 휨인장강도는 하중 방향 III에서 각각 

6.3 및 5.6MPa로 나타났다. 실험결과는 보강재의 유무와 다른 겹

침 이음 길이가 휨인장강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겹

침 이음 길이가 40mm인 시편 S3-40의 휨인장강도는 겹침 이음이 

없는 보강재로 보강된 시편 S2-300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결과를 

나타냈지만, 겹침 이음 길이가 40mm인 콘크리트 시편은 양호한 

휨인장강도를 보였다.

휨인장실험에서의 시편의 파괴 형상을 Fig. 12에 나타내었다. 

층간 보강이 없는 콘크리트 시편의 파괴는 일정 하중에서 급작스

(a) Specimen S1 (Loading direction I)

(b) Specimen S2-300 (Loading direction III)

(c) Specimen S3-40 (Loading direction III)

Fig. 12. Flexural tensile failures of concrete specimens in loading 
directions I and I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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럽게 발생하였고, 층간 보강이 있는 콘크리트 시편의 파괴는 일정 

하중 근처에서 층간 균열로 진전되었으며, 이후 균열이 점차 확대

되었다. 층간 보강재는 파손된 층간에서는 점차 뽑혀 나가는 것으

로 관찰되었으며, 이는 층간 보강재가 균열을 가로질러 가교 역할

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건양생조건의 휨인장강도 실험결과의 경우, 층간 보강재가 

없는 하중 방향 III의 휨인장강도는 가장 낮은 강도를 나타낼 것이

다. 그러나 하중 방향 III에서 S2-300 시편의 휨인장강도는 하중 

방향 I 및 II에서 S1 시편의 휨인장강도보다 크게 나타난다. 실험결

과로 보강재는 시편 S2-300에서 겹침 이음 없이 30개의 프린팅 

층을 관통하여 시편의 하중 용량을 현저하게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겹침이음 길이를 갖는 보강재로 보강한 시편의 하중방향 

III에서의 휨인장강도를 비교할 때, 시편 S2-300의 휨인장강도는 

시편 S3-40보다 크다. 실험결과 프린팅된 시편의 휨인장강도는 

본 연구에서 분석된 범위에서 더 긴 겹침이음길이를 갖는 층간 

보강에 의해 향상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기건양생 시편의 파괴는 수중양생 시편의 파괴와 유사한 경향

을 나타냈다. 보강재가 없는 S1 시편은 일정 하중에서 급격한 균열

이 발생하여 파괴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보강재가 보강된 시편의 

파괴는 프리즘 시편은 경간의 중앙에 가까운 층간 균열이 점진적

으로 확대되면서 발생하였다.

각각 다른 조건에서 양생된 시편에 대해 하중 방향 I 및 II에서의 

휨인장강도를 비교하였을 때, 기건 양생된 시편의 휨인장강도는 

수중 양생된 시편의 1/2 미만이었다. 하중 방향 I 및 II에 대해 휨인

장응력은 콘크리트 시편의 층간 계면에 수직으로 작용하지 않으므

로, 휨인장강도는 콘크리트 시편의 인장 영역에서 역학적 특성 자

체에 영향을 받는다. 양생조건은 콘크리트의 건조수축에 영향을 

미친다. 기건양생조건에서 콘크리트의 건조수축은 수중양생조건

에서 발생하는 것보다 더 크다. 따라서 프리즘 시편의 인장 영역에

서 건조수축은 프린팅 콘크리트의 휨인장강도를 감소시킨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하중 방향 III의 경우, 기건양생시편의 휨인장강도는 수중

양생시편의 휨인장강도에 비해 현저히 낮았다. 실험결과는 다양한 

양생 조건이 휨인장강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양생 

조건은 3D 프린팅 콘크리트의 층간에서 수화 과정과 기공 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 Lee et al.(2019)은 3D 프린팅 시편의 기공과 

부착강도 사이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X선 

컴퓨터 단층 촬영을 통해 층간 기공 분포가 3D 프린팅 시편의 균열 

형성에 직접 기여한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따라서 3D 프린팅 콘크

리트 층간의 기공은 하중에 더 취약하므로 프린팅된 콘크리트 시

편의 하중방향 III의 파괴가 본 연구에서 고려한 하중방향 I 및 II보

다 낮은 하중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6.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양생조건과 층간 보강방법에 따른 3D 프린팅 

콘크리트의 층간 부착강도 특성의 실험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실험

결과에 따른 본 연구의 주요결론은 다음과 같다.

1) 3D 프린팅 콘크리트의 하중방향 II(III)의 압축강도는 하중방향 

I의 압축강도보다 작다. 시편의 파괴형상에서 압축 시 프와송 

효과에 의한 측면 변형으로 층간부착파괴가 시편의 파괴를 

유발하였다.

2) 3D 프린팅 콘크리트 시편의 하중 방향 III의 쪼갬인장파괴는 

층간 계면을 따라 파괴면이 발생하고, 하중방향 II의 쪼갬인

장파괴는 층간면에 수직인 면을 따라 발생하였다. 따라서 쪼

갬인장강도는 하중방향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는다. 특히 하

중 방향 III의 쪼갬인장강도는 시편의 부착강도에 의해 큰 영

향을 받았다.

3) 수중양생조건의 쪼갬인장강도는 기건양생조건의 쪼갬인장

강도보다 크게 나타난다. 이는 시편의 수중양생이 콘크리트

의 수화작용을 촉진하여 시편의 쪼갬인장강도를 개선하였음

을 나타낸다.

4) 층간 보강재가 없는 3D 프린팅 콘크리트 시편은 일정 하중에

서 갑자기 파괴되었다. 반면에 층간 보강재가 있는 3D 프린

팅 콘크리트의 시편은 일정 하중에서 경간의 중앙부에 균열

이 형성되어 점진적으로 진전되면서 파괴되었다. 프린팅 층

간 보강재는 균열을 가로질러 저항하는 가교 역할을 하는 것

으로 판단된다.

5) 양생조건은 시편의 휨인장강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3D 프린팅 콘크리트의 기건양생과정에서 형성되는 

층간 기공구조는 하중에 더 취약하기 때문에 하중방향 I 및 

II보다 하중방향 III에서 더 낮은 하중에서 콘크리트 파괴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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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 보강재로 보강한 3D 프린팅 콘크리트의 강도 특성

본 논문은 층간 보강재를 보강한 3D 프린팅 콘크리트의 부착강도를 평가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겹침이음 길이에 따라 두 종류의 

층간 보강 방법을 고려하였다. 첫 번째 방법은 층간 보강재의 겹침이음을 하지 않았으며, 두 번째 방법은 40mm의 겹침이음을 

고려하였다. 또한, 기건양생 조건과 수중양생 조건의 서로 다른 양생 조건을 고려하였다. 실험 변수를 고려하여 3D 프린팅 

콘크리트 시편의 압축강도, 쪼갬인장강도 및 휨인장강도를 세가지 하중 방향에서 측정하였다. 압축강도, 쪼갬인장강도 및 휨인장

강도는 하중방향에 영향을 받았다. 특히 3D 프린팅으로 제작한 콘크리트 시편의 층간 부착면에 인장력이 작용하면 쪼갬인장강도 

및 휨인장강도가 크게 감소하였다. 그러나 층간 보강재가 보강된 층의 종방향으로 하중이 가해질 때, 프린팅된 시편의 휨인장강

도 또는 부착강도는 크게 증가하였다. 또한 기건양생 조건의 휨인장강도 또는 부착강도는 감소하였으며, 기건 양생 조건에 

의해 더 많은 공극의 형성을 유발하여 하중에 더 취약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