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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presents crack spacing which quantitatively considers the fiber distribution and 

prediction of uniaxial tensile behavior of ECC on the basis of crack spacing and fiber distribution. 

The predictions exhibit similar tensile stess-strain curves to the test results within 10% error. 

요  약

이 논문에서는 섬유 분포 특성을 반 하여 균열 간격을 계산할 수 있는 수식을 유도하고, 이를 바

탕으로 ECC의 1축 인장 거동을 측하 다. 측 결과와 실험 결과는 약 10% 오차가 발생하 다.

 

1. 서   론

  

ECC는 일반 으로 1축 인장 거동에서 다  균열에 의한 2% 이상의 극한 변형 성능을 나타내는데, 

이를 측하기 해서는 섬유 가교 곡선과 균열 간격을 정확히 평가하여야 한다. 이제까지는 주로 섬

유 각도에 한 확률 도함수를 2차원이나 3차원으로 가정하 는데 실험체를 제조하는 방법에 따라 

섬유 분포 특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여 섬유 분포 특성에 따른 섬유 가교 곡선과 균열 간

격을 평가하여야 한다. 이 논문에서는 섬유 분포 특성을 반 하여 균열 간격을 계산할 수 있는 수식을 

유도하고, 이를 바탕으로 ECC의 1축 인장 거동을 측하는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2.  균열 간격  ECC 1축 인장 거동 측

섬유 보강 복합재료에서 균열 간격은 균열면에서 하 에 항하는 섬유의 응력이 매트릭스에 계면

을 통해 달되면서  다른 균열이 발생하는 원리에 의해 계산될 수 있다. 즉, 균열 간격이란 섬유가 

가교 작용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요소 크기로 생각할 수 있다. 섬유가 연속 이고 1차원 배열이라고 가

정하면 균열 간격은      과 같다
1)

. 여기서  ,  , ,  , 는 각각 매트

릭스의 부피, 매트릭스 강도, 섬유의 직경, 섬유 부피, 매트릭스와 섬유의 마찰계수이다. 식 (1)은 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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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wc60wos            (b) wc60ws

그림 1. 실험결과와 시뮬 이션 결과

가 연속 이고 1차원 배열일 때 균열 간격을 바탕으로 단섬유이며 섬유 각도에 한 확률 도함수를 

고려하여 유도한 균열 간격이다.

(1)

여기서 , , , , , , 는 각각 섬유 개수 보정 계수, 스 빙 효과 보정계수, 

, , 를 나타낸다. 섬유 방향성 

 섬유 개수는 이미지 로세싱 기법을 용하 으며, 해석 방법은 Fischer
2)

에 의해 제시된 방법을 

사용하 다. 

3. 결과  고찰

  

그림 1은 2%의 PVA 섬유와 물/결합재 

비/슬래그 유무에 따라 제조된 ECC 2가지 

실험체
3)

에 하여 2 에서 유도한 균열 간

격과 섬유 분포 특성을 고려하여 구한 섬유 

가교 곡선으로 1축 인장 거동을 시뮬 이션 

한 결과와 실험결과를 비교한 것이다. 

wc60wos 실험체의 경우 실험결과에 비하

여 응력과 극한 변형률 모두 약 10% 과도하게 산정된 반면, wc60ws 실험체는 실험결과에 비하여 응

력은 거의 비슷하게 산정되었고 극한 변형률은 약 10% 작게 산정되었다. 다만, 이 연구에서는 슬래그 

첨가에 따른 향을 고려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고려하면 보다 정확한 측이 가능할 것으로 단된다.

4. 결 론

이 논문에서는 섬유 분포 특성을 반 하여 균열 간격을 계산할 수 있는 수식을 유도하고, 이를 바

탕으로 ECC의 1축 인장 거동을 측한 결과, 실험결과를 약 10% 오차 이내로 측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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