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BSTRACT

 An engineered cementitious composite (Engineered Cementitious Composite) had been developed 
in previous study. Theoretical prediction of the tensile stress-strain relation of ECC is important 

in providing the material constitutive relation necessary for designing structural members. But, 

few studies have been reported with regard to predicting the tensile stress-strain relation of 

ECC. Prediction of the tensile stress-strain relation of ECC accounting for actual bridging curve, 

such as fiber dispersion is needed. The present study extends the work as developed by Kanda 

et al., by modeling the bridging curve, accounting for fiber dispersion, the degree of matrix 

spalling, and fiber rupture to predict the tensile stress-strain relation of ECC. The role of 

material variation in the bridging curve, such as number of effective fiber actually involved in 

the bridging capacity and how it affects the multiple cracking process is discussed. The 

approach for formulating the tensile stress-strain relation is discussed next, where the procedure 

for obtaining the necessary parameters, such as the crack spacing, is presented. Finally, the 

predicted stress-strain relation will be validated with experimental tests results. 

요  약

 모르타르에 2 %이내의 합성섬유를 혼입함으로써 콘크리트의 수십, 수백 배에 달하는 인장변형률 

경화거동을 보이는 ECC가 기존 연구에 의해 개발되었으며, ECC를 구조부재에 사용할 경우, 구조물

의 성능개선이 매우 커질 것으로 단된다. 그러나 ECC를 사용한 구조물을 설계할 때 요한 요인

인 ECC의 인장거동 계 측에 해서는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특히 보다 실제 인 

인장거동 계를 측하기 해서는 섬유분산성 등 실제의 균열면응력-변  곡선을 고려한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ECC의 인장거동 계를 측할 수 있는 기법을 제시하 다. ECC

의 인장거동 측방법은 기균열강도, 인장강도, 인장변형률을 구하는 과정으로 구성되는데, 보다 

합리 이고 실제 인 ECC의 인장거동 측을 하여 균열면응력에서 가교작용에 기여하는 유효섬

유의 개수를 섬유의 기울어진 각도와 섬유사이의 간격에 따라 측하 다. 한 극한인장변형률 

측을 하여 화상처리기법을 사용하 다. ECC의 인장실험결과와의 비교를 통하여 측방법의 타당

성을 평가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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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cently the Near Surface Mounted (NSM) method has been proposed to improve disadvantage 

of externally bonded strengthening to the concrete structure method. But the NSM method 

showed the limit that it is difficult to assure of depth of concrete-cover in surface of structure. 

With this reason, this study suggests the Stirrup-Cutting Near Surface Mounted (CNSM) 

Method which can ensure to have the strengthening depth even thought it was hard to apply 

the NSM method to the deteriorated surface of concrete. In the result of the test, the flexural 

behavior of the structure applying the NSM and CNSM method was similar and it was 

evaluated that the effective strengthening length of reinforcement for NSM and CNSM method 

was more than 70% of span.

요  약

 최근 외부부착공법의 단 을 보완하기 해 보강면에 홈을  후 FRP보강재를 삽입하여 보강할 

수 있는 NSM공법이 연구되고 있다. 하지만 기존 NSM공법은 노후화된 콘크리트 구조물의 경우 피

복의 손상 등 단면 손실로 보강깊이의 확보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교축직

각방향 단철근 하부를 단하여 CFRP plate를 매립함으로써 보강깊이를 확보할 수 있는 stirrup

단형 CNSM 공법을 제안하고 이를 용한 구조물의 휨거동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해 보강공

법에 따른 하 -변  계, 보강길이에 따른 구조물과 보강재의 거동을 분석하 다. 실험결과 

CNSM공법을 용한 보 구조물의 휨거동은 기존 NSM공법을 용한 휨거동과 유사한 경향을 나타

내었다. 한 CFRP plate를 이용한 NSM과 CNSM공법에서는 보강길이가 순경간의 70%이상이 되

어야 보강재의 성능이 효과 으로 발휘될 수 있음으로 분석되었다.

CFRP plate를 용한 CNSM 공법의 보강길이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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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인장거동 계의 변수

그림 2 균열면응력-변  곡선의 변동

1. 서론

 모르타르에 2 %이내의 합성섬유를 혼입함으로써 콘크리트의 수십, 수백 배에 달하는 인장변형률 경

화거동을 보이는 ECC가 기존 연구에 의해 개발되었으며, ECC를 이용하여 구조부재를 설계하는데 필

요한 재료의 구성방정식을 제시하기 하여 ECC의 인장거동 계를 측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 

ECC의 인장거동 계 측에 해서는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특히 실제 균열면응력-변

 곡선을 고려한 ECC의 인장거동 계에 한 연구는 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실제 인 ECC의 인장거동 측을 하여 균열면에서 가교작용에 기여하는 유

효섬유의 개수를 섬유의 기울어진 각도와 섬유사이의 간격에 따라 고려하 으며, ECC의 인장실험결

과와의 비교를 통하여 측방법의 타당성을 평가하 다.

2. ECC의 인장거동 계

2.1 개요

 ECC의 인장거동 계의 변수는 그림 1에서와 같이 다음의 3가지

이며, 기균열강도(1), 인장강도(2), 인장변형률(3)을 알면 인장거

동 계를 측할 수 있다. 한, 인장강도(2)와 인장변형률(3)은 균

열면응력-변  곡선에서 구하는 균열면에서의 응력과 변 와 

한 련이 있다. 

2.2 섬유분산성을 고려한 균열면응력-변  곡선

 기존에 이론 으로 유도된 균열면응력-변  곡선
1)은 섬유의 무작

인 분포를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균열면응력과 변 를 해석

할 때 섬유가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다고 가정을 하 다. 그러나 실

제 으로는 섬유의 분산성에 의하여 그림 2와 같이 균열면응력-변

 곡선이 다양한 변동폭을 가지며, 결과 으로 섬유의 분산성이 

ECC의 성능에 결정 인 향을 미치게 된다. 그래서 이 연구에서

는 섬유의 기울어진 각도와 섬유사이의 간격에 따른 유효 섬유의 

개수를 고려하여 수정된 균열면응력-변  곡선을 구하 다. 

2.2.1 섬유의 기울어진 각도의 향

 그림 3(a)와 같이 균열면에서 섬유의 기울어진 각도가 75° 이

상이면 섬유가 가교작용을 하지 못하고 단된다는 기존의 연

구
2)에 의하여 섬유의 기울어진 각도가 75° 이상인 섬유는 균열

면에서의 가교작용에 기여를 하지 못할 것으로 단하여, 수정

된 균열면응력-변  곡선을 구할 때는 이를 제외하 다. 그리

고 섬유의 기울어진 각도는 기존의 연구자가 제안한 방법을 사

용하 으며,
3) 이 연구에서 제시된 배합과 섬유의 기울어진 각

도는 표 1과 같다. 

2.2.2 섬유사이의 간격에 따른 향

 그림 3(b)와 같이 섬유사이의 간격이 무 가까운 경우, 섬유

와 매트릭스가 같이 뽑히는 상이 일어난다고 보고되었으며,
4) 

뽑힘 상이 발생한 섬유는 더 이상 균열면에서의 가교작용에 

기여하지 못한다고 단하 다. 이 연구에서도 섬유와 매트릭스의 뽑힘 상이 발생하는 섬유사이의 간



     Mix

Inclined
angle

W/C=60%,

w/o slag

W/C=60%, 

w/ slag

(W/B=48%)

W/C=48%, 

w/o slag

W/C=48%, 

w/ slag

(W/B=38%)

<15°

15°～30° 1,186 1,354 1,237 1,245

30°～45° 994 1063 1042 1,136

45°～60° 326 425 223 214

60°～75° 365 239 296 382

75°> 114 45 127 79

표 1 섬유의 기울어진 각도에 따른 섬유의 개수

           

   Mix

Distance between fibers which 

plug pullout phenomenon may 

occur (mm)

Number of 

fibers

W/C=60%, w/o slag < 0.063 517

W/C=60%, w/ slag 

(W/B=48%)
< 0.041 164

W/C=48%, w/o slag < 0.028 289

W/C=48%, w/ slag 

(W/B=38%)
< 0.019 156

표 2 섬유의 뽑힘 상이 일어날 수 있는 섬유의 개수

(b) 다 섬유

 (a) 섬유 각도의 향  (b)섬유 간격의 향

그림 3 균열면응력-변  곡선의 향인자

(a) 단일섬유

           

   Mix

Number of fibers 

involved in bridging 

capacity (1)

A c t u a l 

number of 

fiber (2)

(1)/(2)

Fiber 

dispe

rsion

W/C=60%, w/o slag 3377 4008 0.84 0.313

W/C=60%, w/ slag 

(W/B=48%)
4127 4336 0.95 0.362

W/C=48%, w/o slag 3662 4088 0.89 0.302

W/C=48%, w/ slag 

(W/B=38%)
3987 4212 0.94 0.353

표 3 가교작용에 기여하는 유효섬유의 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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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을 알아보기 하여 그림 4와 같이 상용 로그램인 DIANA를 이용하여 유한요소해석을 수행하 다. 

해석을 통하여 구한 가교작용에 기여하는 유효섬유의 개수는 표 2와 같다.

그림 4 섬유간격에 따른 뽑힘 해석

2.2.3 섬유의 분산성을 고려한 유효섬유의 개수와 수정된 균열면응력-변  곡선

  에서 구한, 섬유의 각도와 

섬유의 간격에 따라서 가교작용에 

기여하는 유효섬유의 개수는 표 3

과 같다. 표 3에서 알 수 있듯이 

섬유의 분산성이 커짐에 따라서 가

교작용에 기여하는 섬유의 개수가 

증가하며, 이는 슬래그의 첨가에 

의하여 섬유분산성이 개선되었기 

때문이라고 기존 연구에서 밝 진 

바 있다
5). 그리고 가교작용에 기여

하는 유효섬유의 개수를 이용하여 수정된 균열면응력-변  곡선을 구하면 그림 5와 같다. 

그림 5 수정된 균열면응력- 변 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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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cently the Near Surface Mounted (NSM) method has been proposed to improve disadvantage 

of externally bonded strengthening to the concrete structure method. But the NSM method 

showed the limit that it is difficult to assure of depth of concrete-cover in surface of structure. 

With this reason, this study suggests the Stirrup-Cutting Near Surface Mounted (CNSM) 

Method which can ensure to have the strengthening depth even thought it was hard to apply 

the NSM method to the deteriorated surface of concrete. In the result of the test, the flexural 

behavior of the structure applying the NSM and CNSM method was similar and it was 

evaluated that the effective strengthening length of reinforcement for NSM and CNSM method 

was more than 70% of span.

요  약

 최근 외부부착공법의 단 을 보완하기 해 보강면에 홈을  후 FRP보강재를 삽입하여 보강할 

수 있는 NSM공법이 연구되고 있다. 하지만 기존 NSM공법은 노후화된 콘크리트 구조물의 경우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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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방향 단철근 하부를 단하여 CFRP plate를 매립함으로써 보강깊이를 확보할 수 있는 stirrup

단형 CNSM 공법을 제안하고 이를 용한 구조물의 휨거동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해 보강공

법에 따른 하 -변  계, 보강길이에 따른 구조물과 보강재의 거동을 분석하 다. 실험결과 

CNSM공법을 용한 보 구조물의 휨거동은 기존 NSM공법을 용한 휨거동과 유사한 경향을 나타

내었다. 한 CFRP plate를 이용한 NSM과 CNSM공법에서는 보강길이가 순경간의 70%이상이 되

어야 보강재의 성능이 효과 으로 발휘될 수 있음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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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기균열강도(1)와 인장변형률(3)

 기균열강도는 Kanda et. al4)의 식을 사용하여 측하 고, 실험결과와도 잘 일치하 다. 인장변형

률(  )은 수정된 균열면응력-변 곡선에서 변 ()를 구할 수 있으므로, 균열간격(Xd)를 

구하면 된다. 이 연구에서는 Wu et. al6)의 식과 이미지 로세싱 기법에 의하여 균열을 촬 하여 균열

간격을 구하 으며, 그 값은 실험결과와 잘 일치하 다. 

3. 실험결과와의 비교

 그림 6은 측된 기균열강도(1), 인장강도(2), 인장변형률(3)으로 구한 ECC의 인장변형 계와 실

험결과와의 비교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6(a)～6(d)는 실험결과와 측된 결과가 체로 잘 일치함을 

알 수 있다.
 

(a) W/C=60%, w/o slag (b) W/C=60%, w/ slag (c) W/C=48%, w/o slag (d) W/C=48%, w/ slag

그림 6 측된 인장거동 계와 실험결과와의 비교 

4. 결론

  이 연구에서는 보다 실제 인 균열면응력-변  곡선을 구하여 인장변형률 측에 활용하고자, 섬유

의 기울어진 각도와 섬유사이의 간격에 따라서 가교작용에 기여하는 유효 섬유의 개수를 구한 후, 수

정된 균열면 응력-변  곡선을 구하 다. 한 측된 인장거동 계와 인장실험결과와의 비교를 통하

여 측방법의 타당성을 평가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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