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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performed to introduce advanced conditioning and test method to improve

problems of the conventional approach for evaluation of durability of FRC.

요 약

본 연구는 기존의 방법에 의한 섬유보강콘크리트의 내구성평가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개선하여 보

다 효율적으로 환경노출시간을 단축시켜 균질하게 내구성이 악화된 실험체의 제작과 내구성평가 방법

에 대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1. 서 론

섬유보강콘크리트의 내구성평가는 보통 작은 빔을 제작한 후 노출환경에 대한 섬유의 파괴 저

항성 평가를 하고 있으나, 기존의 방법은 파괴면의 비균질적인 내구성악화, 장기간의 노출환경, 콘

크리트 메트릭스 파괴시 비균일 파괴면, 파괴단면의 비균질 응력 분포등과 같은 많은 문제점들이

발견 되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개선하여 단 시간에 균질하게 실험체를 악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환경노출방법과 실험방법에 대하여 소개하고자 한다.

2. 실험 개요

2.1 사용 재료 및 실험 방법

본 실험에는 강섬유, PP, PVA 섬유를 사용하였으며, 빔을 만든 후 길이 방향으로 절단하여 각

섬유당 3개의 실험체를 만들었다. 6개월간 염해환경에 온도와 염분농도 및 각 반복주기에 대한 노

출시간을 늘여 내구성을 악화 시켰으며, 파괴 실험은 내구성이 저하된 콘크리트 메트릭스를 먼저

파괴 한 뒤 후 반복하중을 가하여 노출 환경에 대한 섬유의 파괴 저항성을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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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및 고찰

3.1 콘크리트 메트릭스 파괴

그림1. 콘크리트 메트릭스의 파괴: PP, PVA, 강섬유.

3.2 반복하중 결과 및 내구성 평가

그림 2. 매트릭스 파괴 후 강섬유의 저항성 그림 3. 섬유의 저항성평가

4. 결 론

새로운 내구성악화 방법은 노출시간의 단축 뿐 만 아니라, 균질하게 악화된 실험체를 얻을 수 있

었다. 재하속도의 통제로 인한 콘크리트 메트릭스의 파괴는 섬유로의 하중전달을 원할하게 하였으

며, 그 후 반복하중의 적용으로 내구성악화에 대한 각 섬유의 파괴 저항성이 보다 명확하게 나타났

다. 앞으로 다양한 종류의 섬유와 혼입율에 대한 추가적인 실험평가가 필요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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