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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 on eco-friendly construction management plan for construction site through waste 

fiber resource recycling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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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Recently,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n eco-friendly construction system through recycling of waste material management at 

construction sites. This is required to reflect the times that require a carbon reduction system in construction as part of domestic and overseas 

carbon dioxide reduction. Therefore, we intend to establish eco-friendly construction management as part of resource recycling and carbon 

reduction through recycling technology for waste fibers generated at construction si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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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의 목적
국토교통부 ‘균열관리지침’ 비구조재(바탕콘크리트) 대해 균열 부실벌점 측정 적용으로 균열 및 복합열화 제어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하지만 외기에 접한 혹독한 환경의 고질적인 하자는 최근 이상기온과 제설재 다량 투입 등의 사용자 편이로 인해 구

조물의 옥상, 지하, PC Topping, 바탕 콘크리트의 균열, 표면 박리, 부스러짐 하자 등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1]. 그림 1과 같이 이러한 

하자 발생으로 인한 사용자의 민원과 이에 따른 지속적인 보수비용 증가와 누수로 인한 2차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전국 하자 및 입주

자 소송의 67%가 균열에 의한 누수로 파악된다. 

그림 1. 아파트 물량 및 하자분포와 건축물 노출 콘크리트 하자 비율 (국토교통부) 

따라서 본 연구는 업부산물인 폐섬유와 고로슬래그를 활용하여 섬유보강콘크리트의 최적의 배합을 찾고자 한다. 이때 섬유보강콘

크리트는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그림 2, 3과 같이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적용범위나 사용환경 등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최적

의 배합설계 SW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바탕콘크리트 균열 및 복합열화 저감을 통해 콘크리트 장기 내구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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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 론

2.1 적용대상 구조물 분석

   

그림 2. 폐섬유 보강기술 적용대상 구조물 분석 및 적용 메커니즘 (지하구조물 및 초고층 구조물)

2.2 실험결과

   

그림 3. 섬유종류 및 혼입량에 따른 재령별 압축강도와 폭열저항 폐섬유 메커니즘

3. 결 론

본 실험에서는 콘크리트에 섬유 혼입을 통한 균열 및 복합열화 저감 성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폐양모를 길이로 6 ~10㎜ 절단한 

것을 콘크리트 단위체적 1㎥ 당 1.0~1.5vol%로 혼입한다. 또한, PP섬유를 길이 15~20㎜로 절단한 것을 콘크리트 단위체적 1㎥ 당 

0.5~1.0vol% 혼입하되, 상기 폐양모와 PP섬유의 전체 총량이 콘크리트의 단위체적 1㎥ 당 2.0vol%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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