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서 론 

강섬유보강콘크리트는 우수한 인성(Toughness)으로 공장 바

닥판, TBM 터널 세그먼트 구조 등에 활용되고 있다. 우수한 인성

은 균열을 가로지르고 있는 강섬유의 부착과 정착성능이 균열의 

급격한 성장을 지연시킴으로 인해 발생한다. 이때 가장 중요한 인

자가 강섬유의 방향이다. 균열에 직각으로 배열된 강섬유가 직접

적으로 균열저항성능을 발휘하기 때문이다. 

강섬유보강콘크리트의 타설 방법에 따른 강섬유의 배열상태 변

화와 이것이 성능변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었다. 

Blanco et al.(2015)은 강섬유보강 슬래브의 크기와 타설 방향에 

따른 강섬유의 배열상태를 코어를 채취하여 조사하였으며, 슬래브

의 크기가 작아 Wall effect가 클수록 강섬유 배열 방향의 등방성이 

낮아진다고 보고하였다. 특히 슬래브가 클 때 중앙에서 타설하게 

되면 흐름의 직각방향으로 강섬유가 배열되는 경향을 가짐을 보여

줬다. Kang and Kim(2012)은 보 시험체의 콘크리트 타설 방향에 

따른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에서 타설 방향이 강섬유의 배열에 

영향을 주며, 이에 따라 휨강도도 변화된다는 것을 실험을 통해 

증명하였다. 

강섬유의 방향을 인위적으로 조정하여 성능을 개선하려는 연구

가 진행되었다. 전자기장을 이용한 방법이 가장 적극적인 방법으로 

코일을 감싼 솔레노이드를 이용하여 강섬유를 코일방향의 직각으로 

배열시키는 방법이다. Michels and Gams(2016); Javahershenas et 

al.(2021); Hajforoush et al.(2020); Ferràndez et al.(2019)등이 솔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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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이드를 이용하여 균열의 직각방향으로 강섬유 방향을 조정하는 

실험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는 시편내에서 강섬유

의 방향이 전자기장의 직각인 한 방향으로만 고정되고 다양한 방향으로 

조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Mu et al.(2019)만이 솔레노이드를 파이프 

구조에 적용하여 원주방향으로 강섬유 방향을 조정하는 실험연구를 수

행하였으나, 이는 반드시 파이프 구조에만 적용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Switched Reluctance Motor(SRM)에 사용되는 

수개의 코일을 이용하여 몰탈에 보강된 강섬유를 원주방향으로 

배열시키는 실험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특히 몰탈에 사용되는 잔

골재를 천연잔골재 모래에서 고로슬래그로부터 재생산된 재생스

틸슬래그로 치환하여 그 영향을 고찰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스

틸슬래그는 자석에 반응하는 물질로서 전가지장에 반응하기 때문

에 전자기장에 노출되었을 때 강섬유와 같이 반응하여 강섬유의 

방향전환에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였다. 

2. 전자기장유도 장치 제작

몰탈 내부에 보강된 강섬유를 원주방향으로 정렬되도록 하기 

위하여 전자기장 유도 장치를 제작하였다. 제작 전 전자기장 해석

을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에 따라 코일의 제원과 회전수를 결정하

고 회로를 구성하였다. 

2.1 전자기장 해석

전자기장 해석 프로그램은 ANSYS Electronics Desktop을 사

용하였으며, 2D해석을 수행하였다. 전류 1.4 Ampere를 입력치로 

해석하였다. Fig. 1은 해석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Fig. 1. Magnetic field analysis results

Fig. 1과 같이 12개의 코일을 사용하며, 인근의 코일을 건너뛰어 

그 다음의 코일에 연결하는 방식으로 회로를 구성하게 되면 원주방

향의 정렬이 가능하며, 유도되는 전자기력의 수준이 0.5 Tesla로 

몰탈의 점성을 극복하고 섬유의 배열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2.2 전자기장 유도장치 제작

전가기장 유도장치는 Fig. 2와 같이 제작하였다. 사용된 코일의 직경

은 0.25 mm이며, 각 코일의 회전수는 732턴으로 하였다. 전류인가장치

는 직류(DC)장치로서 6 Ampere까지 인가가 가능한 장치를 사용하였다.

(a) Top side view

(b) Plan view

Fig. 2. Steel fiber alignment device using electromagnetic field

2.3 강섬유 정렬을 위한 필요전자기력 계산

Mu et al.(2015)에 따르면 몰탈에 혼입된 한 개의 강섬유에 전자

기력 에 의해 발생하는 힘은 다음 식 (1)에 의하여 계산된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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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1)에서 은 강섬유에 작용하는 분포력(), 는 인가된 

전류에 의하여 코일에 발생하는 전자기력(∙), 는 강섬

유의 단면적( ), 는 진공투자율로서 × 






이며, 은 

강섬유의 길이()이다. 

강섬유의 중심에 대한 회전력 (∙)은 식 (2)와 같다. 














 (2)

식 (2)에서 은 시간 ()에서 회전각()이다. 

한편, 몰탈에 의한 저항분포력은 식 (3)과 같으며, 이에 의한 

회전저항모멘트는 식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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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n (4)

식 (3)과 식 (4)에서  , 는 저항분포력()과 저항모멘트

(∙), 은 몰탈의 점도(∙), 은 강섬유의 회전각속도

(), 는 강섬유의 중심에서 임위점까지의 거리(), 는 강섬

유의 직경()이다.

만일  이면 강섬유가 회전하며, 전자기력의 방향으로 정

렬된다. 상기식에서 노출시간   , 2.1장의 해석결과와 같이 코

일의 전자기력 , 통상적인 몰탈의 점도를  ∙

로 계산한 결과, 다음과 같이 이 에 비하여 매우 큰 것을 알 

수 있으며 강섬유의 회전에 충분한 회전력을 얻을 수 있다.


× 

∙  
× 

∙

3. 실험개요

3.1 배합 및 사용재료

본 실험에 사용된 몰탈 배합의 배합표는 Table 1과 같으며, 몰탈

의 28일 압축강도결과도 제시되어 있다. 일반몰탈시험체(NM)의 

압축강도 보다 스틸슬래그 몰탈(SSM)의 압축강도가 훨씬 낮은 것

으로 나타났는데, 재료의 단위중량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일반

몰탈과 동일한 배합비를 적용한 결과이기 때문이며, 일반몰탈과 

스틸슬래그 몰탈이 각각의 컨트롤 시편으로서 분석되었다.

강섬유는 길이 13 mm, 직경 0.2 mm로 형상비 65의 강섬유를 

사용하였으며, 마이크로 강섬유를 사용하였다. 인장강도는 생산자

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1,100 MPa이다(Fig. 3). 

실험에 사용된 재료는 스틸슬래그는 에코마이스터에서 생산하

고 있는 PS Ball 제품으로 제철소에서 발생하는 슬래그를 재활용

하기 위해 가공한 제품이며 기존에 콘크리트 제조에 사용하는 모

래 대체재로 사용되고 있다. 화학 조성물은 철 생산 공정에서 원료

의 조성에 따라 다르지만, 칼슘옥사이드(Calcium oxide)가 40 %, 

실리카(Silica) 35 %, 알루미나(Alumina) 13 %, 마그네시아

(Magnesia)가 8 % 정도이다. FIg. 4와 같이 자석에 반응한다. 자체

물성 실험결과 절건 및 표건밀도는 각각 3.56 g/cm3, 3.57 g/cm3, 

흡수율은 0.42 %, 조립율은 3.16으로 나타났다. 단위용적 질량은 

2.263 g/cm3이다. 

3.2 원형 몰탈 시험체 제작

원형 몰탈시편은 Fig. 4와 같이 아크릴로 제작된 몰드를 사용하

Type
Composition (kg/m3) Comp. strength

Cement Water Sand Steel slag Mean±SD

NM 865 364 939 - 30.66±3.67

SSM 865 364 - 939 14.11±2.01

Table 1. Mix proportion and compressive strength

 

Fig. 3. Steel slag(left) and fibers(right) used

Fig. 4. Acryl mold for the mortar speci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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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시편의 크기는 Double Punch Test 실험에 적합한 시편의 

조건과 전자기장 노출장치의 공간에 적합하도록 설계하였다. 

3.3 Double Punch Test

Double Punch Test, 일명 DPT 시험법은 일반 및 강섬유 보강

콘크리트의 인장강도를 간접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으로 유럽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방법이다(Chen and Yuan 1980; Chen 1970; 

Molins et al. 2009). 이 방법은 노치 휨시험에 비하여 시험체 제작

과 실험이 간편하기 때문에 품질관리 및 평가에 주로 사용되며, 

그 사용이 크게 확산되고 보편화 되어 최근에는 ASTM 시험기준 

제정을 위한 초안이 발표되었다(ASTM 2019). Fig. 5는 DPT 시험

체의 형상과 파괴면 형성의 개념을 설명하고 있다.

Fig. 5. DPT test method and fracture surfaces

DPT 인장강도는 식 (5)을 통해 계산한다. 

  
 


 (MPa) (5)

여기서, 는 실험에서 획득한 최대하중(N), 는 실험체의 반경

(mm), 는 펀치의 반경(mm), 는 시편의 높이이다.

Fig. 6은 실험을 위한 실험 set-up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하중

은 1 mm/Min.의 속도로 변위제어를 통해 수행되었다. 총 변위가 

10 mm까지 실험을 수행하였으며, 가력장치와 시험상면의 접착이 

발생할 때 하중이 증가하는 것이 관찰되었으며, 이 순간 이후의 

하중-변위 결과는 삭제하였다. 

3.4 실험변수

본 실험변수를 Table 2에 정리하였다. 비교를 위한 시편으로서 

전자기장에 노출시키지 않은 NM, SSM, NM_SF 시편을 각각 5개

씩 제작하였다. 또한 NM_SF-MF 시편과 SSM_SF-MF는 전자기

장 노출장치를 이용하여 1.85 Ampere(0.5T)의 직류전류를 5초간 

노출시켰다. 

ID.
Applied 

current (A)

Exposure 

time (s)

Steel fiber 

vol. (%)

No. of 

specimens

NM - - - 5

SSM - - - 5

NM_SF 0 0 0.5 5

NM_SF-MF 1.85 5 0.5 5

SSM_SF-MF 1.85 5 0.5 5

Table 2. Test specimen summarization

4. 실험결과 및 고찰

모든 실험체의 실험결과는 Table 3에 정리하였다. 5개 시험체

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제시하였으며, ratio는 NM 시험체와 SSM 

시험체의 평균치에 대한 각 시험체군의 평균치의 비를 나타낸다. 

4.1 파괴모드

모든 시험체는 상면 펀치의 관입으로 인한 2∼3개의 파괴면 형

성과 함께 전형적인 인장파괴의 모습을 나타냈다(Fig. 7). 파괴시 

큰 충격음과 함께 수직균열이 상면에서 보 높이의 중앙까지 발생

하였으며, 하중은 감소하였으며, 수직변위의 증가에 따라 균열폭

이 점차적으로 증가하면서 최종 파괴에 도달하였다. UTM장치의 

Fig. 6. Set-up for D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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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

Peak load

(kN)

Tensile strength

(MPa)

Displacement 

at peak load (mm)

Fracture energy

(KNmm)
Fracture 

mode 

No. of 

Fracture 

surfaceResults Ratio Results Ratio Results Ratio Results Ratio

NM

1 28.50

1.00

4.31

1.00

2.23

1.00

0.24

1.00

Tensile 3

2 30.04 4.55 1.97 0.26 Tensile 2

3 26.95 4.08 2.51 0.42 Tensile 2

4 31.27 4.73 1.82 0.18 Tensile 2

5 28.50 4.31 1.83 0.56 Tensile 2

Mean±SD 29.05±1.65 4.40±0.25 2.07±0.30 0.33±0.16 - -

NM_SF

1 32.75

1.02

4.96

1.02

1.90

0.92

19.81

69.12

Tensile 3

2 34.62 5.24 1.95 13.37 Tensile 2

3 25.99 3.93 1.80 27.65 Tensile 2

4 25.21 3.81 1.90 29.85 Tensile 3

5 29.01 4.39 2.01 23.40 Tensile 2

Mean±SD 29.52±4.11 4.47±0.62 1.91±0.08 22.81±6.55 - -

NM_SF

-MF

1 32.82

1.08

4.97

1.08

3.06

1.10

20.89

67.79

Tensile 3

2 33.27 5.03 2.00 21.46 Tensile 3

3 30.30 4.58 2.51 21.39 Tensile 3

4 32.04 4.85 2.08 21.34 Tensile 3

5 29.14 4.41 1.75 26.79 Tensile 3

Mean±SD 31.51±1.74 4.77±0.26 2.28±0.52 22.37±2.48 - -

SSM

1 12.96

1.00

1.96

1.00

0.96

1.00

0.02

1.00

Tensile 2

2 12.70 1.92 0.83 0.34 Tensile 3

3 14.57 2.20 0.89 0.03 Tensile 2

4 12.57 1.90 0.83 1.55 Tensile 2

5 13.60 2.06 0.89 0.18 Tensile 3

Mean±SD 13.28±0.82 2.01±0.12 0.88±0.06 0.42±0.64 -

SSM_SF

-MF

1 21.47

1.61

3.25

1.61

1.66

1.80

28.36

69.67

Tensile 3

2 20.05 3.03 1.65 23.87 Tensile 2

3 19.15 2.90 1.42 32.47 Tensile 3

4 23.73 3.59 1.68 34.94 Tensile 3

5 22.57 3.41 1.53 26.65 Tensile 2

Mean±SD 21.39±1.85 3.24±0.28 1.59±0.11 29.26±4.45 - -

Table 3. Test specimen summarization

(a) Three radial cracks (b) Two radial cracks

Fig. 7. Fracture surfaces of the tested specim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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램 총 변위가 10 mm까지 실험하였으나 펀치의 높이가 10 mm이므

로 펀치가 완전히 시험체에 관입되면 램과 시험체 상면의 접촉되

어 하중이 증가할 때 실험을 종료하였다.   

시험 종료 후 시험체를 완전히 파괴시켜 단면에 배열된 강섬유

를 관찰하였다. 표면부에 관찰되는 강섬유는 원주의 접선방향으로 

배열된 것이 확연하나, 중심부 강섬유는 방향이 일정하지 않은 것

을 볼 수 있다(Fig. 8). 표면부에 배치된 강섬유는 강한 전자기장의 

영향을 받아 정렬이 잘된 반면 중앙부에 있는 섬유는 전자기력이 

도달하지 못해 섬유의 배열이 일정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4.2 하중-변위곡선

Fig. 9∼Fig. 13은 하중-변위 곡선결과를 보여준다. NM 시리즈

의 그래프를 보면, 하중은 균열이 발생할 때까지 급격하게 증가하

며, 균열이 발생한 순간 시험체의 파괴로 하중은 0으로 감소하고, 

더 이상 변위가 증가하지 않는다. 이와 같은 거동은 SSM 시리즈에서

도 관찰된다. 균열을 연결해주는 강섬유가 없기 때문이다. 강섬유가 

보강된 NM_SF 시리즈는 최대하중에서 균열이 발생하면서 약 5 kN까

Fig. 8. Steel fiber orientation Fig. 11. P-D Curves for NM_SF series

Fig. 12. P-D Curves for NM_SF-MF series

Fig. 13. P-D Curves for SSM_SF-MF series

Fig. 9. P-D Curves for NM control specimen series

Fig. 10. P-D Curves for SSM se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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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하중이 급격하게 감소하지만 이후에는 하중이 매우 서서히 감소하

며 변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나타낸다. 강섬유의 균열저항 

성능이 이와 같은 하중-변위거동을 발휘하게 함을 알 수 있다. 

동일한 시험체이지만 전자기장에 노출된 NM_SF-MF 시리즈의 

하중-변위 거동도 NM_SF 시리즈와 유사한 거동을 나타낸다. 그

러나 최대하중 이후의 거동에서 NM_SF 시험체에 비하여 동일한 

시험체간 하중의 변동이 감소하며 시험체간 매우 유사한 거동을 

나타낸다. 특히 SSM_SF-MF 시험체의 경우 최대하중이 증가하고, 

최대하중 이후 약 7 kN에서 하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며 변형이 

크게 증가하는 연성적인 거동을 나타낸다. 

4.3 인장강도와 파괴변위 비교

식(5)로 계산된 인장강도의 비를 Fig. 14에 비교하여 나타내었

다. 일반몰탈인 NM 시리즈들의 결과를 보면, NM의 인장강도 보다 

NM_SF의 인장강도가 근소하게 증가하며, NM_SF-MF에서는 약 

8 %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일한 시험체라 할지라도 전자기

장에 의하여 원주방향으로 정렬된 강섬유가 증가하게 됨에 따라 

인장강도가 미소하지만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SSM의 경

우에서도 인장강도가 크게 증가하였다. 주목할 것은 강섬유로 인

한 강도의 증가가 일반몰탈에 비하여 크게 증가하였다는 점이며, 

몰탈에 혼입된 골재가 전자기장에 반응하면서 강섬유의 정렬을 

용이하게 한 것이 이와 같은 큰 증가의 원인으로 판단된다. 

Fig. 15는 파괴시 변위를 비교하고 있다. 파괴시 변위에 대한 비

교에서도 강도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이는 전자기장으로 인

한 강섬유의 정렬이 변위의 증가에도 영향을 준다는 것을 보여준다. 

4.4 균열이후 파괴에너지

Fig. 16은 하중-변위곡선의 하부 면적을 파괴에너지로 규정하고 

이를 계산하여 비교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NM_SF와 NM_SF-MF 

시험체의 결과가 거의 유사하다. SSM에서도 파괴에너지의 증가가 

거의 유사한 수준이다. 이 결과는 전자기장으로 강섬유를 정렬하였

으나 그 영향이 크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실험에서 전자기장 

노출을 통해 강섬유를 정렬하였으나, 실험체에 포함된 모든 강섬유

가 정렬된 것이 아니라 표면부에 배치된 강섬유만 정렬됨으로 인해

서 그 영향이 제한적이었던 것이 원인으로 판단된다. 실험체에 포함

된 모든 강섬유가 정렬될 수 있는 방법의 개발이 요구된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전자기장을 이용하여 일반몰탈과 스틸슬래그 몰

탈 내부에 혼입되는 강섬유의 방향을 원주방향으로 배열시켰으며, 

성능변화를 확인하기 위하여 DPT 실험을 수행하였다. 본 실험을 

통해 획득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몰탈내부에 있는 강섬유가 받는 회전력과 회전을 저항하는 힘의 

평형으로부터 배열을 위해 필요한 전자기력을 산정하고 이를 실

현할 수 있는 소규모 장비를 개발하였다. 

2. 강섬유의 원주방향 배열을 위해 소요되는 시간과 자기력에 노출

Fig. 14. Tensile strength comparisons

Fig. 15. Comparison in displacement at failure load

Fig. 16. Fracture energy comparis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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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DPT실험체의 파괴 후 내부 강섬유의 배열상태의 육안 조사결

과, 원형시편의 표면부에 배치된 강섬유는 원주방향으로 배열되었

으나, 중심부에 배치된 강섬유는 랜덤하게 배열됨을 확인하였다. 

3. DPT시험결과로부터 인장강도, 파괴시 변위의 분석결과, 전자기장

에 노출된 경우 인장강도와 파괴시 변위의 경우 표준편차를 초과

하는 유의미한 성능의 증진이 확인되었다. 이는 일반몰탈과 스틸

슬래그 몰탈에서 모두 확인되었으며, 스틸슬래그 몰탈에서는 그 

양상이 더욱 명확하다. 

4. 하중-변위곡선의 하부면적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에서는 전자기

장에 노출에 대한 명확한 영향을 확인할 수 없었다. 이는 사용된 

강섬유가 앵커리지가 없는 마이크로 섬유인 점과 시편 내부에 모

든 섬유가 원주방향으로 배열된 것이 아니라 표면의 일부섬유만

이 원주방향을 배열된 점 등에 따라 이과 같은 제한적인 결과를 

얻은 것으로 판단된다. 

5. 추후 연구로서 시험체의 크기를 확대하고 단부형상이 있는 일반 

강섬유를 이용한 실험적 연구, 원형 시편의 표면부 뿐 아니라 중심

부에 강섬유도 모두 원주방향으로 배열시킬 수 있는 방법의 개발 

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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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전자기장을 이용하여 일반몰탈과 스틸슬래그 몰탈 내부에 혼입되는 강섬유의 방향을 원주방향으로 배열시켰으

며, 성능변화를 확인하기 위하여 Double Punch 실험을 수행하였다. 실험결과, 전자기장을 이용하여 강섬유를 원주방향으로 

배열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전자기장 노출로 인한 강섬유의 배열조정에 따라 인장강도와 파괴 시 변형도 유의미

한 증가를 보였다. 반면 파괴에너지는 거의 증가하지 않았다. 전자기장이 영향을 미쳐 강섬유의 배열이 조정되는 구간이 

크지 않은 문제와 사용한 강섬유가 직선으로 되어 있어 균열성장을 억제하는데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문제를 보완한 추가연구가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