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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서론
콘크리트와 같은 유사취성 거동을 보이는 기존 섬유보강 콘크
리트는 인장변형능력과 충격저항 성능이 낮은 특성으로 인해
빌딩, 교량, 터널 등과 같은 구조물에 적용 시 안전성과 내구
성을 확보하기 어렵다(Pujadas et al., 2014; and Blanco et al.,
2015). 최근 최대 2%의 합성섬유가 혼입된 변형 경화형 시멘
트계 복합재료(SHCC)가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고 있으며 높은
연성 능력을 발휘하는 것으로 발표된 바 있다(Herbert et al.,
2013; Khalil et al., 2017 and Yu et al 2017). SHCC는 일반 콘
크리트와 비교할 경우 초기균열 이후 우수한 연성능력과 변형
능력 특성으로 극한 조건에서 구조물의 안전성과 내구성이 향
상될 수 있다(Georgiou et al., 2017 and atta and Khalil 2016).

수산화 칼슘을 소모하여 콘크리트계 재료의 초기재령에서 탄
산화 저항성능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연구가 발표된 바 있다
(Izumi et al., 1986). 내구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관련 연구로
서 Polydimethyl- siloxane(PDMS) 계열의 액상형 흡수방지재
를 적용하여 콘크리트의 내구성능 향상을 보고한 바 있다(Lee
et al., 2017).
ECC는 다양한 재료 및 구조관련 연구를 통해 균열폭 제어
와 함께 발휘되는 연성능력이 우수한 재료로 알려져 있지만,
PDMS계 표면코팅재를 적용에 관한 연구는 미미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PDMS계 표면코팅재를 ECC에 적용하
였고 이에 따른 역학적 특성 및 탄산화 성능 분석에 관한 연구
를 수행하였다.

ECC(Engineered Cementitious Composites)는 가장 일반적
인 유형의 SHCC로서 1994년 처음 보고된 바 있으며 안정상
태 균열이론과 마이크로역학 이론을 재료설계의 특징으로 하
는 재료이다(Li et al., 1994; Maalej and Li, 1994). 또한, 1축 인
장 조건에서 금속과 같은 인장변형률 경화거동과 100㎛ 이하
로 균열폭을 제어하는 다중 미세균열 발생을 특징으로 한다
(Kai et al., 2017; Pakravan et al., 2016).
ECC 배합은 파괴인성을 낮추기 위하여 기존 콘크리트와는 달
리 굵은 골재를 사용하지 않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원인으로
시멘트 함량이 증가하게 되고 다량의 규사를 사용하게 되어
기존 콘크리트 대비 재료 단가가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이 연
구에서는 플라이애시와 고로슬래그의 혼입율을 바인더의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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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사용재료 및 배합
본 연구에서는 표면 코팅용 PDMS 코팅재를 적용한 ECC의 탄
산화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표 1]에 표기한 3종류 배합으로
실험을 수행하였다.

2.1 결합재
본 연구에 사용한 시멘트는 국내 A사에서 생산된 1종 보통포
틀랜드 시멘트이며 밀도 3.15g/cm3, 분말도 3,625 cm2/g 인 제
품을 사용하였다. 결합재로 사용한 플라이애시(FA)와 고로슬
래그 미분말(BFS)의 밀도와 분말도는 각각 2.17 g/cm3, 3,420
cm2/g 및 2.92 g/cm3, 4,260 cm2/g 이다.

대 50% 까지 혼입하여 경제적인 ECC를 제작하였다.

2.2 규사

반면, 고로슬래그 미분말의 혼입은 염해저항성 및 화학저항성

고인성 섬유복합체의 다중미세균열(multiple-micro cracks)

개선, 수화열 저감 효과가 있으나, 잠재수경성 반응 시 내부의

을 발생시키기 위하여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평균입경

Sol-gel법에 의해 합성된 폴리우레탄 전구체의 표면을 개질함

[표 1] Mixture proportions of ECC

으로서 표면에 무기질 시멘트와 화학적 결합이 용이하도록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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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Weight (kg/m )
Type W/B

W

C

Admixtures

Silica
FA BFS Sand

E1

45 390 607 130 130 643

E2

45 390 520 173 173

E3

45 390 433 217 217 604

SP

PVA
MC Defoamer fiber

3.467 1.733

0.867

26

624 2.600 1.733

0.867

26

0.867

26

2.167 1.733

[표 2] Properties of PVA fiber
Item

Length
(mm)

Diameter
(㎛)

Tensile
strength
(MPa)

Elongation
(%)

PVA fiber

1.30

12

40

1,560

6.5

[표 3] Properties of PDMS
Leaching resistance performance

9

42.8%

Pb

원리이다. 본 연구에 사용된 PDMS 코팅재의 특성은 [표 3]에
표기하였다.

03. 시험방법
3.1 압축강도

Density
(g/cm3)

Active
Residue
pH Component
of
evaporation
content

질되어 미세공극을 실리콘 소수성 물질로 침투하여 코팅하는

Weight Consumption
Reduction
Level of
Phenol of
residual potassium
Chlorine permanganate

UnUn12.0mg/L
0.1mg/L
detected detected

0.3mg/L

압축강도 시험은 KS F 2405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에 준하여 [그림 1](a)과 같이 수행하였다. 원주형 압축 공시체
는 온도 20±1℃, 습도 60±5%의 항온 항습실에서 기건 양생
을 실시 후, 1,000 kN 용량의 만능재료시험기를 사용하여 재
령 7일, 14일, 28일의 압축강도를 배합별로 3개씩 측정하였다.
또한 PDMS계 코팅재는 재령 14일에 시편 표면에 브러쉬를
이용하여 도포하였다. 코팅 적용된 시편은 다시 항온 항습실
에서 14일간 기건 양생 후 압축강도시험을 진행하였다.

120 ㎛의 규사(silica sand)를 사용하였다. 규사는 입자의 크기

3.2 직접인장 실험

가 큰 일반 강모래와 비교할 경우 매트릭스의 파괴에너지를

ECC 시편의 1축인장 특성을 평가하기 위해 [그림 2](b)와 같

낮출 수 있어 미세균열의 발생을 유도할 수 있다. 골재의 최대

이 실험을 수행하였다. 단부의 파괴를 방지하고 균일한 1축 인

크기가 200 ㎛ 이하 범위에서의 사용은 유동성과 섬유 분산

장하중을 가력하기 위한 아령 형상의 인장시편을 제작하였다.

성을 향상시켜 최적의 유동성능을 나타내는 것으로 기존 연구

시편은 타설 후 28일간 수중양생 후 건조하였으며 200 kN

에서 밝혀진 바 있다(Li et al., 1994).

용량의 UTM시험기를 이용하여 인장하중을 가력하였다. 시편

2.3 혼입섬유 및 혼화제
본 연구에서는 C사의 Polyvinyl alcohol 단섬유(이하; PVA 섬
유)를 사용하였고 물리 역학적 특성은 [표 2]에 표기하였다.

중앙부 80 mm 구간에는 10 mm 변위계를 설치하여 실시간
변위를 측정하였다.
[그림 1] Compressive strength and uniaxial tension test

사용섬유의 밀도는 1.30 g/cm3, 직경은 40㎛의 PVA를 사용하
였다. 또한, ECC 제작에는 원활한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한 고
성능감수제(SP), 증점제(VMA), 소포제(Defoamer)를 혼입하
였고, 사용재료의 밀도는 각각 0.37 g/cm3, 0.60 g/cm3, 0.26
g/cm3 이다.

2.4 PDMS계 코팅재
표면 침투를 위한 PDMS(Polydimethylsiloxane)는 ECC 표면
의 미세기공을 침투하여 표면을 코팅할 수 있는 화합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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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2] Evaluation of carbonation depth from Engauge program

[그림 3] SEM images of ECC

(a) Non-applied PDMS section (7 days)

3.3 촉진탄산화
탄산화 깊이를 평가하기 위한 시험은 KS F 2584「콘크리트의
촉진 탄산화 시험방법」에 따라 수행하였다. 세 종류 배합으로
만들어진 100×100× 400mm 각주형 공시체를 제작하여 28
일간 수중양생 하였다. 제작된 시편의 좌우면에 코팅재 0.5 L/

(b) Non-applied PDMS section (28 days)

m2 를 브러쉬를 사용하여 30분 간격으로 2회 도포하였다. 나
머지 면은 CO2 침투를 막기 위하여 에폭시를 사용하여 전처리
과정을 진행하였다. 전처리 과정을 마친 시편을 상대습도 60
±5 %, 온도 20±1℃ 조건의 항온항습실에 설치하였다. 또한,
이산화탄소 농도는 5.0%로 설정하였고, 노출기간을 1주, 4주,
8주로 하여 탄산화 깊이를 평가하였다.
탄산화 깊이 측정은 1% 페놀프탈레인 용액을 분무하였으며,

(c) Applied PDMS section (28 days)

변색이 완료된 시편은 Engauge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침투깊

SEM 분석 결과, 재령 7일에 강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에

이 결과값을 계산하였다.

트린자이트(Ettringite)가 다수 발견되었다[그림 3](a). 또한,
재령이 증가함에 따라 더 많은 Ca(OH)2, C-S-H겔이 재령 28
일에 관찰되었다[그림 3](b). 또한, PDMS계 코팅재를 적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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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시험결과 및 분석

ECC 단면은 [그림 3](c)에 도시하였고, PDMS계 코팅재가 침

4.1 SEM 분석

미세공극(micro-pores)을 채우는 것을 육안으로 확인하였다.

PDMS 코팅재의 ECC 적용 유무에 따른 시멘트 매트릭스의 수

콘크리트에 적용된 PDMS계 코팅재는 소수성으로 인해 외부

화 생성물 및 미세조직을 관찰하기 위하여 장방출 주사전자

공기로부터 수분공급을 차단할 수 있어 수화반응에 영향을 미

현미경(Scanning Electron Microscope)을 활용하여 재령 7일

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PDMS 코팅재 유무에 따른 재령 28

및 28일의 ECC 시편을 분석하였다[그림 3].

일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및 직접인장강도를 비교 평가하였다.

투된 면에서 흡수방지재가 다수의 수화생성물을 뒤덮으면서

4.2 압축강도

4.3 직접인장강도

ECC에 PDMS 코팅재 적용에 따른 콘크리트 압축 강도의 영향

PDMS 코팅재를 적용한 ECC의 직접인장실험 결과로 도출된

을 확인하기 위하여 재령 14일에 PDMS 코팅재를 적용하였다.

인장응력-변형률 관계 곡선은 아래 [그림 5]에 도시하였다. 실

ECC의 재령 7일, 14일 및 28일의 압축강도 측정 결과를 [그림

험결과, 시편의 파괴형태는 초기균열이 발생한 이후, 다수의

4]와 [표 4]에 나타내었다.

미세균열이 발생하였고 변형률의 증가와 함께 균열폭이 증가

ECC 시험체의 압축강도시험 결과, 결합재 치환율이 증가할

하였고 균열폭의 집중과 함께 최종적으로 파괴되었다. 인장강

수록 동일 재령에서의 압축강도가 감소하는 것으로 측정되었

도는 E1시리즈 시편의 경우 약 6.2 MPa로 측정되어 가장 큰

다. E1, E2 및 E3 시험체의 재령 28일 압축강도는 경우 각각

인장강도를 발현하였다. E2 시리즈 및 E3 시리즈 시편의 경우

50.5 MPa, 38.9 MPa, 33.4 MPa로 측정되었다. E1 시험체와

각각 5.8MPa, 5.3MPa의 인장강도가 측정되었고, 배합강도가

결합재 치환량이 가장 큰 E3 시험체의 재령 28일 압축강도를
비교할 경우 최대 33.9 % 감소하는 것으로 측정되었다.

감소할수록 직접인장강도가 감소하는 것을 실험을 통해 확인
하였다. 인장변형률을 비교할 경우, E1 시리즈의 경우 2.8% 까

PDMS 코팅재를 14일에 적용한 시편은 적용하지 않은 시편보

지 확보되었으며 E2 및 E3 시리즈 시편에서는 3.7%, 4.7% 까

다 재령 28일 기준 다소 낮은 강도발현을 나타내었다. PDMS

지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를 재령 14일 ECC에 적용한 E1P, E2P, E3P 시험체의 평균 압축
강도는 E1, E2, E3 시험체 대비 1.9%, 4.1%, 3.9%감소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수화반응에 필요한 수분공급이 지연된 것으로

PDMS 코팅재를 적용한 시편의 경우 적용하지 않은 시편과
유의미한 응력-변형률 관계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PDMS 코

사료되며 추후 수화반응 매커니즘에 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할

팅재를 적용할 경우 미적용 시편과 비교하여 인장강도 범위가

것으로 판단된다.

–4.7∼3.2%로 나타났고, 최대인장 변형률 측면에서는 –4.4∼
7.5%의 차이가 있었다. 이는 표면보호재 적용시점인 재령 14

[그림 4] Compressive strength of ECC

일에 이미 콘크리트 내부에서 일정수준 이상의 수화반응이 완
료된 후 표면 코팅재가 적용되었기 때문에 인장강도 및 인장
변형률에 큰 영향이 없는 것을 확인하였다

4.4 촉진탄산화 거동
4.4.1 ECC의 촉진탄산화 시험 결과
본 연구에서는 배합 변화, PDMS계 코팅재 도포 유무에 따른
촉진 탄산화 시험을 수행하였고, 그 결과를 [표 5], [표 6]에 표
기하였다. PDMS 표면보호재를 적용하지 않은 E1, E2, E3 시

[표 4] Result of compressive strength test
Specim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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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verage compressive strength (MPa)

험체의 8주 차 탄산화 깊이는 5.2 mm, 12.3 mm, 16.7 mm로
측정되었다. 혼합재의 첨가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탄산화 깊

7 days

14 days

28 days

E1

25.6

36.2

50.5

이가 증가한 것을 확인하였다.

E2

22.3

29.5

38.9

8주차 탄산화 깊이 측정 결과에서는 E3 시험체가 E1 시험체

E3

17.5

22.4

33.4

보다 평균 11.5mm 탄산화 깊이가 증가한 것을 확인하였다. 이

E1P

-

-

49.6

결과는 혼합재 첨가량 증가에 따라 ECC의 압축강도가 감소하

E2P

-

-

37.3

였고, 상대적으로 조직의 치밀도가 감소하여 탄산화 깊이가

E3P

-

-

32.1

증가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5] Measured tensile strength-strain curves of ECC

[표 5] Result of accelerated carbonation test
Specimens

1 week

4 weeks

8 weeks

E1

E2

(a) E1 series
E3

E1P

E2P

(b) E2 series

E3P

[표 6] Result of carbonation depth
Average carbonation depth (mm)
E1

4 weeks

8 weeks

1.8

3.1

5.2

E2

5.3

9.6

12.3

E3

6.5

11.9

16.7

E1P

0.6

1.9

2.4

E1P, E2P, E3P는 E1, E2, E3 시험체에 PDMS 코팅재를 도포한

E2P

1.3

4.2

7.3

시험체이다. E1P, E2P, E3P 시험체의 평균 탄산화 깊이는 2.4

E3P

1.7

5.4

8.6

(c) E3 se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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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week

mm, 7.3 mm, 8.6 mm로 측정되어 E1, E2, E3 시험체와 비교할

4.4.2 강도 수준에 따른 탄산화 속도 변화

경우 각각 2.8 mm, 5.0 mm, 8.1 mm 탄산화 깊이가 감소한 것

본 연구에서는 3가지 종류의 배합 수준과 PDMS 코팅재 도포

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PDMS 코팅재를 ECC에 적용할 경우

유무에 따른 촉진탄산화 시험을 수행하였다. 침투깊이를 측정

탄산화 침투 저항성능이 향상된 것을 확인하었고, 코팅재 도포

한 후 탄산화 속도계수를 분석하였고 결과를 [그림 6], [그림

로 인해 ECC의 미세 공극을 채운 효과인 것으로 나타났다.

7]에 도시하였다.

[그림 6] Carbonation velocity coefficient of conventional ECC

3. ECC의 직접인장 시험을 진행한 결과 다수의 미세균열이 발
생하였고 변형률의 증가와 함께 균열폭이 증가하는 거동을 나
타내었다. 결합재 치환율이 증가할수록 인장강도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인장변형률은 최대 4.7 %를 보여 향상된 결
과를 나타내었다. 또한, PDMS 코팅재를 적용할 경우 인장성
능에 있어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4. ECC의 탄산화 시험에서는 혼합재의 첨가 비율이 증가함에

[그림 7] Carbonation velocity coefficient of PDMS-coated ECC

따라 탄산화 속도계수가 증가하였다. PDMS 코팅재를 적용할
경우 미적용 시편 대비 평균 0.49배 감소한 것을 확인하였다.
이 결과는 혼합재 첨가량 증가에 따라 강도가 감소하였고 상

C
E

대적으로 조직의 치밀도가 감소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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