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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o estimate the effect of fiber volume fraction on first cracking strength and flexural tensile 

strength of UHPC, flexrual tensile tests were carried out within 5 vol.% fiber reinforcement. The 

test results informed that both first cracking strength and flexural tensile strength improved 

linearly as fiber volume fraction increased .

요  약

  본 연구에서는 UHPC에서 섬유혼입률의 변화에 따른 휨실험체에서의 기균열강도  휨인장강

도의 변화를 악하기 해 섬유혼입률 5% 범  내에서 휨실험을 수행하 으며, 그 결과로부터 

UHPC에서 기균열강도  휨인장강도는 섬유혼입률이 늘어남에 따라 선형 으로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1. 서   론

  

  UHPC의 가장 큰 장  의 하나는 인장강도의 향상과 높은 인성을 들 수 있다. UHPC의 직 인

장강도는 10MPa 이상을 나타내고, 변형률 경화거동을 보여 높은 연성과 인성을 나타낸다.

  콘크리트의 직 인장실험은 직 인 방법이지만, 실험방법이 어렵고 균열 발생이후 2차 인 휨

응력의 발생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 실험결과가 많은 편차를 보이고 실험방법에 따라서도 많

은 차이를 나타내는 문제 을 보인다. 따라서 일반 으로 간 인 방법인 쪼갬인장강도 실험 는 

휨인장실험으로 신하고 있으며, 특히 섬유보강 콘크리트에 해서는 휨인장실험이 보편 으로 사

용되고 있다(Naaman et al. 2007). 본 연구에서는 휨인장실험을 통해 섬유혼입률에 따른 기균열강

도  휨인장강도의 변화를 악해 보았다.

2.  UHPCC의 배합  휨인장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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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에서 고려한 UHPCC는 표 1과 같은 배합구성을 가지며, 휨실험체는 100×100×400㎜로 제

작되었으며, 90℃에서 48시간 증기양생을 실시한 후 실험 재령까지 20℃ 수 에서 양생하 다. 휨인

장실험은 순지간 300㎜에 해 4  재하실험으로 실시하 다.

표 1 콘크리트 배합

콘크리트 배합(상 비
*

)

시멘트 배합수 실리카퓸 잔골재 충 재 SP제 강섬유

1.00 0.25 0.25 1.10 0.30 0.018 2% vol.

 * 상 비: 시멘트에 한 질량비, 단 강섬유는 체 체 에 한 부피비로 나타냄.

3. 결과  분석

  
 그림 1과 그림 2는 섬유혼입률에 따른 기균열강도와 휨인장강도의 변화를 각각 나타내고 있다. 

실험결과를 살펴보면 섬유혼입률에 따른 강도증가 경향은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섬유혼입률이 1%인 경우, 기균열발생강도는 섬유를 혼입하지 않은 경우에 비해 크게 향상

되지 않았다. 이와 같은 결과는 기균열발생강도에 해서 강도증가 효과가 어느 일정 값 이상의 

섬유보강이 이루어졌을 때에 비로소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1 섬유혼입률과 기균열강도 계

        

그림 2 섬유혼입률과 휨인장강도 계

4. 결 론

  본 연구를 통해 섬유혼입률 5% 범  내에서 섬유보강되 UHPCC의 휨실험에서 기균열강도  

휨인장강도는 섬유혼입률이 늘어남에 따라 선형 으로 증가함을 알 수 있었으며, 기균열강도의 

경우 작은 값의 섬유혼입률은 강도증가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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