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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o evaluate the fiber orientation characteristics and estimate its effect on the flexural strength of steel fiber rein-

forced ultra high strength concrete with directions of concrete placing, we developed an image processing technique and carried

out the flexural test to quantify the effect of fiber orientation characteristics on the flexural strength as well. The image processing

technique developed in this study could evaluate quantitatively the fiber orientation property by the use of dispersion coefficient,

the number of fibers in a unit area, and fiber orientation. It was also found that the fiber orientation characteristics were dependent

on the direction of concrete placing. Fiber orientation characteristic was revealed to strongly affect the ultimate flexural strength,

while hardly affecting the first cracking strength. Theoretical model for flexural strength was applied to compare with test results,

which exhibited a good agre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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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현재 콘크리트 기술의 발전은 고전적 개념의 고강도를

넘어선 초고강도를 발현하며 콘크리트의 고강도화에 가

장 큰 문제점이 되고 있는 취성거동 문제를 동시에 해결

하는 초고성능 콘크리트의 개발에 이르렀다.
1)
 입경 1 mm

이하 입자들로 구성되며 일반적으로 RPC (reactive powder

concrete)라고 일컬어지는 시멘트 기반 매트릭스에 취성

거동을 보완하기 위하여 강섬유가 보강된 강섬유 보강

초고강도 콘크리트 (steel fiber reinforced ultra high strength

concrete, 이하 SFR-UHSC)는 매우 높은 강도를 나타냄

과 동시에 인성 및 내구성 측면에서도 우수한 성능을 발

휘한다.
2)
 SFR-UHSC의 역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압축강

도는 약 180에서 200 MPa의 값을 나타내며, 쪼갬인장강

도의 경우는 평균적으로 약 10에서 12 MPa, 휨인장강도

는 평균 30에서 35 MPa의 값을 가진다. 

오래 전부터 시멘트 복합체의 성능 향상을 위해 섬유

를 혼입하는 방법이 이용되어왔다. 섬유보강의 가장 큰

장점은 인장강도 증가와 인성의 향상이다.
3)
 이 외에도

전단강도를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으며, 동적하중에 대한

저항성 증대, 수축균열을 줄이는 효과 등이 있다.
4,5)

이와 같은 역학적 특성의 향상은 응력의 방향에 맞게

섬유의 배열이 이루어짐으로써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으

며, 연속된 긴 섬유를 사용하여 인위적으로 일정 방향으

로 배열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일반적인 섬유보강 콘

크리트에서는 10~30 mm 길이의 단섬유를 사용하여 임

의 방향으로 골고루 분산되도록 하여 등방성을 가지도록

한다. 그러나 실제 섬유보강 콘크리트에서 섬유의 분포

는 섬유의 크기, 양, 매트릭스의 유동특성, 콘크리트의

타설 방법, 거푸집의 형상 등 다양한 요소들에 의해 영

향을 받게 되며,
6-10)

 균일하지 못한 섬유분포는 섬유보강

효과를 상당히 저하시킨다.
11,12)

 특히 하중작용 방향으로

섬유의 분산성 및 방향성이 양호하지 못할 경우, 섬유보

강으로 인한 인장강도 향상 효과가 거의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

SFR-UHSC는 굵은골재를 사용하지 않으며, 높은 점성

과 유동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초고성능 콘크리트 내에

혼입되는 강섬유는 타설 방법, 유동 방향 및 구조물의

형상 등에 의해 섬유의 방향성과 분산성이 크게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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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을 수 있다. 이러한 영향은 결국 재료의 역학적 성능

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 연구에서는 SFR-UHSC의 타설 방법에 따라 섬유의

방향성이 인장강도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파악하

고자 섬유의 방향성과 분산성 등을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개발된 이미지 프로세싱 기법을 적용하여 섬

유의 분포 특성을 평가하였다. 또한 휨인장실험을 수행

하여 섬유의 방향성이 균열발생강도 및 휨인장강도에 미

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2. 섬유 분포 특성 효과 및 평가 기법

2.1 섬유보강 콘크리트의 섬유 길이와 방향 효과

일반적으로 섬유보강 콘크리트의 인장강도를 예측하는

데에는 섬유와 매트릭스 계면에서 완전부착을 가정하여

식 (1)의 혼합법칙 (rule of mixture)을 적용한다. 

(1)

여기서 η l은 섬유길이의 영향계수를 나타내고, ηθ는 섬

유의 방향성 계수를 타나낸다. σct, σm 및 σ fu는 각각 섬

유보강 시멘트 복합체, 매트릭스, 그리고 섬유의 극한강

도를 나타내고, Vf와 Vm은 섬유와 매트릭스의 부피비를

의미한다. 

섬유의 길이와 관련한 영향계수, η l은 식 (2), (3)과 같

이 나타내어진다.

l < lc일 때,          nl = (2)

l ≥ lc일 때,          nl = 1 − (3)

여기서 l과 lc는 각각 섬유길이와 임계 섬유길이를 나타

내며, lc는 식 (4)와 같다.

(4)

여기서 df는 섬유의 직경을 의미하고, τfu는 매트릭스와

섬유의 계면에 작용하는 부착강도를 말한다.

섬유의 방향성 영향계수 ηθ는 섬유 길이, 섬유와 매트

릭스 사이에서 발생하는 마찰의 영향, 그리고 섬유와 균

열면에서 국부적인 섬유의 굽힘 작용의 영향을 복합적으

로 고려해야 하지만, 섬유의 기하학적 배열만을 고려할

경우에는 섬유방향 분포함수를 이용하여 식 (5)와 같은

형태로 섬유의 방향성 계수를 정의할 수 있다.
13,14)

(5)

식 (5)에서 ηθ는 섬유가 모두 응력 작용방향과 평행하

게 배열되어 있을 때 1의 값을 갖게 되며, 섬유가 모두

응력 작용방향에 수직하게 배열되어 있을 때 0의 값을

갖게 된다. 섬유의 방향성 영향계수는 섬유가 응력 작용

방향에 수직할 때 섬유에 의한 강도향상 효과는 없으며,

섬유가 응력 작용방향에 평행할 때 강도향상 효과가 최

대가 된다는 가정에서 비롯된다. g(θ )는 섬유 방향에 대

한 분포함수를 나타내며, 임의의 분포에서부터 하중방향

분포에까지의 변화를 잘 나타낼 수 있도록 형상함수를

도입하여 나타낼 수 있다. 이 때 섬유의 방향각은 응력

작용방향과 섬유의 축방향 사이의 각이다. g(θ )는 다양

한 형태로 나타낼 수 있으며, Xia et al
15)
는 두 개의 매

개변수를 이용한 지수함수의 형태로 g(θ )를 제안하였으

며, 식 (6)과 같다.

(6)

여기서 p와 q는 분포함수의 형상을 결정하는 매개변수

로서 0.5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0 ≤ θmin≤ θmax ≤ π/2이다.

섬유의 방향성 계수가 인장강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수행되었으며,
16-18)

 Table 1

은 그 결과를 나타낸다. 한편, Laws
17)
는 섬유보강효과를

섬유길이와 섬유 방향성 효과의 복합적인 작용으로 나타

내었으며, 섬유의 방향성 계수가 섬유 길이의 함수로 표

현된다고 언급하며, 임의 방향으로 분포된 2차원 분포에

대해 섬유의 길이와 방향을 함께 고려한 복합 영향계수

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기도 하였다.

일 때,  (7)

일 때,  일 때, (8)

2.2 섬유 분포 특성 평가 기법

섬유의 분포 특성을 평가하는 방법은 섬유의 종류와

섬유의 검출 방법에 따라 다양하며, 이미지 분석 방법,

X-ray 투과 방법 등을 통하여 강섬유, 탄소섬유, 유리섬

유 등과 같은 다양한 섬유의 분포 특성을 평가할 수 있

는 기법들이 많이 연구되고 있다.
19-23)

 이러한 방법 중에

서 이미지 분석 방법은 섬유의 분포 특성을 평가하는데

σct ηlηθ
Vfσfu Vmσm+=

l

2lc

-------

lc

2l
-----

lc

σfudf

2τfu

------------=

η
θ

g θ( )cos
2
θ θd

θ
min

θ
max

∫=

g θ( ) θsin{ }2p 1– θcos{ }2p 1–

θsin{ }2p 1– θcos{ }2p 1– θd
θ
min

θ
max

∫
----------------------------------------------------------------------------=

l 5/3lc« η 3

8
---

3

10
------ l/lc( )×=

l 5/3lc» η 3

8
--- 1

5

6
--- lc/l( )–⎝ ⎠

⎛ ⎞=

Table 1 Fiber orientation efficiency factors proposed at several

researches

Reference
Orientation efficiency factor

Random 2-dimension Random 3-dimension

Aveston et al.
18)

2/p 1/2

Laws
19)

1/3 1/6

Allen
20)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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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일반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방법으로서 절단된 단면

을 관찰하여 섬유의 분포 특성을 평가하는 방법이다. 최근

에 Ozyurt 등
24)
은 AC-impedance 분광기법 (spectroscopy)을

사용하여 기존의 방법에 비하여 신속하게 섬유의 분포

특성을 평가하는 방법을 제안한 바 있다. 그러나 이 방

법은 임피던스를 측정하기 위한 장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이 연

구에서는 절단된 단면을 디지털 카메라로 촬영하고 촬영

된 섬유이미지에서 섬유의 분포 특성을 정량적으로 평가

하기 위한 이미지 프로세싱 기법을 개발하였다.

3. 실 험

3.1 실험체 제작 및 실험 방법

이 연구에서 사용된 SFR-UHSC의 배합구성은 Table 2

와 같다. 사용된 강섬유는 인장강도가 2,500 MPa이고, 섬

유직경과 길이가 각각 0.2 mm, 13 mm이다. 굳지 않은 상

태의 유동 특성은 플로우 실험을 통해 구하였으며, 플로

우 측정값은 230 mm를 나타내었다. 압축강도는 φ 100 mm

× 200 mm 원주형 공시체로 측정하였으며, 평균값 198 MPa,

표준편차 3.44 MPa을 나타내었다. 이 연구에서는 SFR-

UHSC의 타설방법에 따른 강섬유의 방향성과 분산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100 mm × 100 mm × 400 mm 크기의 직

사각형 휨시험체를 제작하였다. 이 때 비교대상으로 섬

유를 혼입하지 않은 UHSC도 제작하였다. 타설 방법은

섬유가 길이방향으로 방향성을 가지도록 유도한 경우와

일반적인 타설 방법인 그에 수직한 방향으로 채운 경우

로 나누어서 고려하였다. Fig. 1은 실험체를 제작할 때

고려한 타설 방법을 나타내고 있다.

방향에 따른 시험체 내 섬유배열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시험체를 방향별로 각각 절단하였으며, 전체길이

400 mm를 4등분하여 가운데 부분에 대해 Fig. 2와 같이

각각 실험체 축의 수직방향, 수평방향, 수직방향으로 4

등분 절단하였다. 각 절단면에 대해 고해상도의 사진촬

영을 통해 섬유의 방향성을 파악하였다. 

그리고 섬유의 방향성이 UHPC의 인장특성과의 관계

를 파악하기 위하여 3등분점 재하 휨실험을 실시하였다.

250 kN 용량의 만능재료시험기를 통하여 변위제어 방식

으로 실험을 실시하였으며, 휨시험체의 중앙부에 LVDT

를 설치하여 중앙부 처짐을 측정하였다. Fig. 3은 휨 실

험의 실험 장치를 나타낸다.

3.2 섬유 분포 특성 평가 기법

3.2.1 섬유 이미지에서 섬유 검출

섬유의 분포 특성은 섬유를 매트릭스로부터 정확히 검

출하고, 각 섬유의 위치와 단면에서 섬유 이미지의 형상

Table 2 Mix design of SFR-UHPC

Mixing proportion (relative ratio*)

Cement Water Silica fume Fine aggregates Filler Super plasticizer Steel fiber

1.00 0.25 0.25 1.10 0.30 0.018 2% vol.

*Relative ratios: weight ratio to cement, except steel fiber expressed as volumetric ratio to the whole volume

Fig. 1 Specimen preparation

Fig. 2 Three types of cutting directions

Fig. 3 Flexural tensile test appara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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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분포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값을 계산함으로

써 정량적으로 나타낼 수 있다. 섬유를 검출하기 위해서

는 칼라 이미지 (RGB image)를 회색 이미지 (grayscale

image)로 변환한 후 회색 이미지를 이진 이미지 (binary

image)로 변환
25)
함으로써 배경에 해당하는 콘크리트로부

터 섬유를 검출할 수 있게 된다. 이때 콘크리트의 밝기

분포에 따라 섬유 이외의 부분이 섬유로 검출되는 경우

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러한 노이즈를 제거하기 위하여

각 이미지에서 무작위로 섬유의 크기를 계산하여 최소

크기에 해당하는 섬유의 크기를 기준값으로 정한 후, 이

크기보다 작은 물체는 노이즈로 간주하여 검출 결과에서

제외되도록 하였다. 이렇게 검출된 섬유이미지는 3.2.2절

에 기술된 섬유의 분포 특성을 나타내는 계수를 통하여

섬유의 분포 특성이 정량적으로 평가된다.

3.2.2 섬유 분포 특성 계수

검출된 섬유의 분산 정도는 식 (9)를 통하여 정량적으

로 나타낼 수 있다.
26)

(9)

여기서 xi는 섬유가 균일하게 분포하였을 때 하나의 섬

유가 차지하게 되는 i번째 영역 안에 있는 섬유의 개수

이며, n은 섬유의 총 개수이다. 이를 자동화하기 위한 이

미지 프로세싱 절차는 최종 검출된 섬유이미지를 섬유의

총 개수에 해당하는 n개의 정사각형 영역으로 분할한 후

각 영역 안에 있는 섬유 개수 (xi)를 계산하는 것으로 이

루어진다. 이 분산계수는 섬유가 이상적으로 균일하게 분

포하였을 때 1의 값을 갖게 되며 섬유가 비균일하게 분

포할 수록 0에 가까운 값을 갖게 된다. 

두 번째 계수는 식 (10)과 같은 단위 면적당 섬유의 개

수 (Fn)이다. 

(10)

여기서 A는 섬유 이미지의 면적을 나타내고, nf는 A내에

있는 섬유의 개수를 나타낸다.

세 번째 계수는 단면에서 섬유가 기울어진 각도의 분

포이다. 단면에서 섬유의 기울어진 각도는 packing density,

Fc로 표현할 수 있는데 Fc는 물체의 면적을 물체의 외접

원에 해당하는 면적으로 나눈 값이다. 이를 수식으로 표

현하면 식 (11)과 같다.

(11)

여기서 Acb는 물체의 면적을 나타내고, Acc는 물체의 외

접원 면적을 나타낸다. Fc는 Fig. 4(a)와 같이 폭에 비하

여 길이가 긴 물체의 경우 0에 가까운 값을 나타내고,

Fig. 4(b)와 같이 원에 가까운 물체의 경우 1에 가까운

값을 나타낸다. 또한 Fc와 섬유가 단면과 기울어진 각도

는 식 (12)와 같은 관계이기 때문에, 섬유의 기울어진 정

도를 정량적으로 나타낼 수 있다 (Fig. 5).
26)

(12)

여기서 θ는 섬유가 단면에서 기울어진 각도이며, d는 섬

유의 지름이다. l은 단면에서 섬유가 나타내는 타원의 장

변 길이이다. 따라서 Fc는 섬유의 기울어진 각도, θ에 대

하여 cosθ와 같다.

4. 실험 결과 및 분석

4.1 타설 방법에 따른 인장거동 실험 결과

섬유 보강을 하지 않은 초고강도 콘크리트 휨실험 결

과 및 강섬유 보강 초고강도 콘크리트의 타설 방법에 따

른 휨실험 결과는 Table 3과 같다. ‘Non-’은 섬유보강을

하지 않은 초고강도 콘크리트를 의미하며, ‘F2-L-’는 2

vol.% 강섬유 보강된 경우 중 실험체 축방향으로 타설이

이루어진 경우를 나타내며, ‘F2-T-’는 2 vol.% 강섬유 보

강된 경우 중 실험체 축의 수직방향으로 타설된 경우를

의미한다. 실험결과를 살펴보면, 섬유 보강을 하지 않은

경우에 비하여 강섬유 보강을 한 경우에 초기균열강도가

크게 향상되는 것을 알 수 있다.

타설 방법에 따른 휨실험 결과는 Fig. 6에 나타낸 바

αf exp  

xi 1–( )2

1

n

∑

n
--------------------------–=

Fn

nf

A
----=

Fc

Aob

Acc

--------=

Fc

πdl/4

πl
2
/4

--------------
d

l
---

d

d/ θcos
----------------- θcos= = = =

Fig. 4 Two types of objects surrounded by a circumscribed

circle

Fig. 5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inclined angle of the fiber

and the packing den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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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다. Fig. 6(a)는 초기균열이 발생할 때까지 거동을

나타내고, Fig. 6(b)는 휨인장 거동 전체를 나타낸다. 타

설 방법에 따라 초기균열강도는 실험체 축의 수직방향으

로 타설된 경우에 비하여 실험체 축방향으로 타설이 이

루어진 경우 5.5% 크게 나타났다. 이에 반하여 휨강도는

실험체 축의 수직방향으로 타설된 경우에 비하여 실험체

축방향으로 타설이 이루어진 경우 61% 크게 나타났다.

타설 방법에 따른 실험 결과를 볼 때 초기균열강도는 섬

유의 분포 특성의 영향이 크지 않은 반면, 휨인장강도에

서는 상당히 크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초기

균열 강도의 경우 섬유의 가교 작용이 거의 영향을 미치

지 않는 반면, 휨강도의 경우 섬유의 가교 작용에 따른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섬유의 분포 특성에 따라 섬유

의 보강 효과가 다르게 나타났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4.2 섬유 분포 특성 평가 결과

Fig. 7은 각각의 방향별 절단면에서 섬유의 배열 상태

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험체 축

방향으로 타설한 경우에는 축방향으로 섬유가 골고루 분

산되고 방향도 대부분 수직하게 놓여져 있고, 실험체 축

과 수직한 방향으로는 섬유의 배열상태가 좋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실험체 축의 수직방향으로 타설한 경

우는 실험체 축방향으로 섬유의 배열상태가 좋지 않으나

수직 방향 절단면에는 섬유의 배열상태가 양호함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리고 수평 방향 절단면은 가운데 부분에

섬유가 적게 분포하고 바깥쪽으로 섬유가 집중되어 분포

됨을 알 수 있다. Table 4는 타설 방법과 절단 방향에 따

른 섬유의 분포 특성을 3.2절에서 제시한 평가 기법을

적용하여 섬유의 분포 특성을 정량적으로 나타낸 결과이

다. 또한 Table 5는 Fc의 히스토그램 (histogram)을 나타

낸다. Table 4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가장 먼저 타설 방

향에 따른 유동흐름에 따라 절단 방향별 섬유의 분포,

섬유수, 섬유의 방향성에 차이가 발생함을 알 수 있다.

실험체 축방향으로 타설한 경우, 길이 방향에 대해 섬유

의 분산성이 가장 좋았으며, 단위 면적 내에 섬유의 개

수 또한 가장 많았으며 섬유의 방향이 상대적으로 절단

면에 수직한 방향으로 분포를 하였다. 실험체 축의 수직

방향으로 타설한 경우, 실험체 축방향으로 타설한 경우에

비해서는 크기는 작지만 유동흐름이 가장 큰 수직 방향

절단면에 대해 분산성과 단위 면적 내의 섬유 개수, 절단

면에 수직한 방향의 섬유의 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

Table 3 First crack strength and flexural tensile strength

First crack strength Flexural tensile strength

Load

(kN)

Measured

value (MPa)

Average

value (MPa)

Standard

deviation (MPa)

Load

(kN)

Measured

value (MPa)

Average

value (MPa)

Standard

deviation (MPa)

Non-1 41.48 12.44

12.68 0.800

- -

- -
Non-2 45.27 13.58 - -

Non-3 43.28 12.98 - -

Non-4 39.00 11.70 - -

F2-L-1 69.15 20.75

19.97 1.049

114.1 34.24

35.43 1.029F2-L-2 62.59 18.78 119.9 35.96

F2-L-3 67.97 20.39 120.3 36.08

F2-T-1 63.44 19.03

18.93 0.085

70.28 21.08

21.99 2.683F2-T-2 63.01 18.90 66.27 19.88

F2-T-3 62.91 18.87 83.35 25.01

Fig. 6 Flexural test results according to the direction of concrete plac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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났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섬유의 방향은 유동흐름이 큰 방

향과 평행하게 배열하게 되어 단위 면적당 섬유의 개수가

제일 많아지게 되고 분산성 또한 좋게됨을 알 수 있다.

4.3 섬유 방향성과 휨인장 상관관계

2.1절에 기술된 섬유보강 콘크리트의 인장강도는 직접

Fig. 7 Fiber images displayed with directions of concrete placing and specimen cutting

Table 4 Fiber dispersion characteristics displayed with directions of concrete placing and specimen cutting

α f Fn (number/cm
2
) Fc θ (°)

t* h** v*** t* h** v*** t* h** v*** t* h** v***

F2-L
0.38

(0.019)

0.33

(0.036)

0.35

(0.0021)

49

(1.4)

13

(4.2)

16

(0.9)

0.70

(0.14)

0.49

(0.19)

0.53

(0.19)

45

(11)

60

(13)

57

(13)

F2-T
0.36

(0.0074)

0.36

(0.012)

0.40

(0.015)

32

(9.6)

27

(3.0)

36

(8.9)

0.56

(0.17)

0.59

(0.16)

0.62

(0.14)

55

(12)

53

(12)

51

(11)

*transverse cutting section, **horizontal cutting direction, ***vertical cutting direction. The numerical values in parentheses present the

standard deviation

Table 5 F
c
 histograms displayed with directions of concrete placing and specimen cutting

t* h** v***

F2-L

F1-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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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장강도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이를 휨인장강도로 환산

하기 위해서는 식(1) (2.1절)에 식 (13)와 (14)를 적용하

게 된다.
27)

σmf t = βσm (13)

σcf t = ασct (14)

위의 식에서 σmf t와 σcf t는 각각 매트릭스와 복합체의

휨인장강도를 나타낸다. β는 매트릭스만의 직접인장강도

와 휨인장강도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계수이며, 일반

적으로 β의 값은 1.3에서 1.5 사이의 값을 가진다. 그리

고 α는 복합체의 직접인장강도와 휨인장강도와의 관계

를 규정하는 계수로서, 기존의 관련 연구 결과
28)
로부터

SFR-UHSC의 경우 약 2.0 정도의 값을 갖는 것으로 나

타났다.

식 (13)와 (14)를 식 (1)에 대입하면 다음과 같이 나타

낼 수 있다.

(15)

위 식을 다시 표현하면 식 (16)과 나타낼 수 있다.

(16)

식 (16)에 σf = ηlηθσfu를 대입하면 복합체의 휨인장강

도는 식 (17)로 나타내어진다.

(17)

위 식에 α = 2.0, β = 1.5를 대입하고, 2.1절의 식 (2)를

통하여 η l을 구한 후, 식 (5)에 의해 구해지는 ηθ를 대

입하여 계산한 휨인장강도와 실험을 통해 구한 휨인장

강도는 Table 6과 같다. Table 6에서 ηθ를 두 가지 방법

으로 구하여 결과를 비교하였는데, 첫 번째 방법은 Xia

등이 제시한 섬유의 방향성 분포 함수를 이용하여 이미

지 분석을 통해 구한 실제 분포함수를 가장 잘 모사할

수 있는 p와 q를 구하여 방향성 계수를 구하는 것이며,

두 번째 방법은 섬유의 분포를 그대로 사용하여 방향성

계수를 구하는 것이다 (Fig. 8). Table 6에서 p와 q는 절

단면에서 섬유의 기울어진 분포를 가장 잘 모사할 수 있

는 값을 나타낸다. Table 6에서 알 수 있듯이 Xia의 분

포식을 사용하는 것보다 원래 분포식을 사용할 때 실제

휨인장강도를 더 정확히 예측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타설 방법에 따라서는 F2-L의 경우 해석값과 실험값이

비슷한 결과를 보인 반면, F2-T의 경우 실제 해석값에

비해 실험값이 다소 작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균

열면에 대한 섬유의 방향각이 클수록 균열면을 경계로 발

생하는 섬유의 휨 변형이 크게 발생하여 이차적인 응력

에 해당하는 섬유의 휨응력과 매트릭스에서의 압축응력

으로 인하여 복합체의 휨강도가 저하된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연구에서는 강섬유 보강 초고성능 콘크리트의 타설

σcft

α
-------- σfVf

1

β
---σmftVm+=

σcft ασfVf
α

β
---σmftVm+=

σcft αηlηθ  Vf σfu
α

β
---σmftVm+=

Table 6 Prediction of flexural strength by fiber orientation and comparison with experimental results

p q ηθ ηl

σcft,t*

(MPa)

σcft,p**

(MPa)

F2-L
PDFapp

***
0.905 1.895 0.6767

0.2550 35.43
33.82 0.9546

PDFtest
****

- - 0.7043 34.52 0.9743

F2-T
PDFapp 3.785 2.210 0.3686

0.2550 21.99
25.96 1.181

PDFtest - - 0.3668 25.92 1.179

   *average values of measured flexural tensile strength of the composite, which are shown in Table 3

  **predicted flexural tensile strength of the composite, based on equation (18)

 ***strength prediction by the use of PDF (probability density function) approximately obtained with best-fit parameters, p and q 

****strength prediction by the use of PDF (probability density function) directly obtained from image analysis results

σcft p,

σcft t,

------------

Fig. 8 Probability density function of the angle between fibers and load ax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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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에 따른 섬유의 방향성과 분산성의 변화를 파악하였

으며, 이러한 결과가 휨인장거동 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였다. 이를 위하여 섬유의 분포 특성을 정량적으

로 평가할 수 있는 이미지 프로세싱 기법을 개발하였으

며, 휨인장실험과 섬유 분포 특성을 평가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타설 방법에 따라 제조한 휨인장 실험체의 휨인장

실험 결과와 분포 특성 결과로부터 실험체 축방향

으로 타설한 경우 섬유는 길이방향으로 배열되고,

실험체 축의 수직방향으로 타설한 경우 섬유는 폭

방향으로 주로 배열되지만 평행하게 타설한 경우에

비하여 영향이 크지 않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

하여 유동방향으로 섬유가 배열되는 것을 확인하였

다. 또한 축방향으로 타설한 경우의 휨강도가 수직

으로 타설한 경우에 비하여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부터 분산성이 좋을수록 섬유 개수가 많을수록 휨

강도가 크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2) 휨인장 실험 결과 초기균열 발생강도에 대해서는

타설방법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

타난 반면, 최대인장강도에는 61%까지 차이가 발생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강섬유 보강 초고성

능 콘크리트의 인장강도에 대한 평가는 타설 방법

에 대한 영향을 반드시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

된다.

3) 이론적으로 유도된 휨인장강도 모델식에 섬유 방향

성에 대한 분포 함수를 적용하여 예측한 결과 실험

체 축방향으로 타설한 경우 약 5% 이내 오차가 발

생한 반면 수직으로 타설한 경우 약 18%의 오차가

발생하였다. 이는 균열면에 대한 섬유의 방향각이

클수록 균열면을 경계로 발생하는 섬유의 휨 변형

이 크게 발생하게 되는데, 섬유의 휨 변형으로부터

발생하는 섬유의 휨응력과 매트릭스에서의 압축응

력이 원인으로 사료되며, 이와 같은 이차적인 응력

의 발생이 복합체의 휨인장강도를 저하시키게 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섬유 방향성 계수를 산정할

때 Xia 등이 제시한 분포함수를 사용하는 것보다

실제 분포함수를 사용할 때 더 정확한 휨인장강도

를 예측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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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이 연구에서는 강섬유 보강 초고강도 콘크리트의 타설방법에 따라 섬유의 방향성이 인장강도에 미치는 영

향을 파악하고자 섬유의 방향성을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이미지 프로세싱 기법을 개발하였으며, 개발한 기법을 적

용하여 섬유의 방향성을 평가하였다. 또한 휨인장실험을 수행하여 섬유의 방향성이 균열발생강도 및 휨인장강도에 미

치는 영향을 파악하였다. 이 연구에서 개발한 이미지 프로세싱 기법은 섬유 방향성 이외에 분산성 계수, 단위면적당 섬

유의 개수 등, 분포 특성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타설방법에 따라 섬유 분포 특성에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확

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섬유의 방향 분포특성은 강섬유 보강 초고강도 콘크리트의 균열발생강도에는 크게 영향을 미

치지 않으나, 휨인장강도에 미치는 영향은 아주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론적인 휨강도 모델식에 실제 섬유 방향성을

적용하여 예측한 결과, 실험 결과와 잘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핵심용어 : 초고강도 콘크리트, 강섬유, 섬유 방향성, 이미지 프로세싱, 휨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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