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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고유동 강섬유보강 모르타르는 타설과정에서 특정한 섬유 방향성 분포를 가질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재료의 인장거동 특

성에 향을 미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고유동 강섬유보강 모르타르의 타설단계에서의 유동에 따른 강섬유의 섬유 방향

성 분포의 변화를 해석 으로 구하 다. 해석결과에 따르면 180mm 간격으로 나란히 놓여진 두 평  사이에 흐르는 모르

타르의 단흐름에 의한 섬유의 방향성 변화는 기 150mm이내에서 크게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후에서는 

방향성 분포의 경향은 크게 변하지 않으며, 다만 흐름방향에 나란한 섬유의 도가 집 으로 커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섬유의 방향성과 섬유보강 복합체의 인장거동과 한 련성을 고려할 때, 이와 같은 방향성의 측을 바탕으로 유동에 

따른 고유동 강섬유보강 모르타르의 인장거동 변화의 측이 가능할 것이다. 

핵심용어 : 고유동, 섬유보강, 강섬유, 단흐름, 섬유 방향성, 확률 도함수

Abstract

High-flow steel-fiber reinforced mortar may induce a certain fiber orientation distribution in the process of placing and thus 

have an influence on the tensile properties. In this paper, the variation of the fiber orientation distribution according to the flow of 

high-flow steel-fiber reinforced mortar was estimated in numerical simulation. The analytical results present that the major 

variation of fiber orientation distribution is made within 150mm of flow distance, thereafter the tendency of the fiber orientation 

distribution is not noticeable even though the peak of distribution density in the orientation parallel to the flow direction get bigger 

along the distance. Considering the close relation between the fiber orientation and the tensile behavior of composite, prediction of 

fiber orientation distribution make it possible to predict the variation in the tensile behavior of high-flow steel-fiber reinforced 

mortar according to the flow. 

Keywords : high-flow, fiber reinforced, steel fiber, shear flow, fiber orientation, probability density fun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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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콘크리트는 건설산업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건설재료이

다. 하지만 본질 으로 인장에 해 강도가 작고 취성  거동

을 보이는 문제 을 안고 있다. 이러한 인장의 결함  문제

을 개선하기 한 노력 의 하나가 섬유보강 콘크리트(Fiber 

Reinforced Concrete, FRC)이다. 섬유보강 콘크리트는 콘

크리트 내에 길이가 짧고 단면이 작은 섬유를 임의로 혼입함으

로써 콘크리트가 응력을 받을 때 발생되는 콘크리트 내 미세균

열들을 임의방향으로 분포된 섬유가 가교(Bridging) 작용을 하

여 균열진 을 억제하고 콘크리트의 강도  인성을 향상시키

게 된다. 이와 같은 역학  특성의 향상은 인장응력의 방향에 

맞게 섬유가 배열되도록 함으로써 극 화될 수 있다.

일반 인 섬유보강 콘크리트에서는 15～30mm 길이의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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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여러 가지 유동장 형태에 따른 섬유의 방향성 변화

섬유를 사용하여 임의방향으로 골고루 분산되도록 하여 등방성

을 가지도록 한다. 그러나 고유동 강섬유보강 모르타르(High- 

Flow Steel-Fiber Reinforced Mortar)에서는 굵은 골재를 

사용하지 않고 높은 유동성을 가지므로 타설방향 는 구조물

의 형상에 의한 유동방향에 따라 불가피하게 섬유의 방향성을 

유발하게 되고, 이에 따라 섬유보강 모르타르는 비등방성을 나

타내게 되어 재료의 역학  특성  경화 후 구조물의 구조  

성능에 향을 미치게 된다. 

섬유보강 콘크리트에서의 섬유의 방향성  분산성에 한 

연구는 70년  반부터 지 까지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Shah 등, 1991; Naaman 등, 1995; Akkaya 등, 2000). 

하지만 주로 재료역학  에서 이루어졌으며, 유체역학  

에서 근한 연구는 거의 없었다(Poitou 등, 2001).

만약 유체흐름에 따른 섬유 방향성의 변화를 측할 수 있

다면 고유동 강섬유보강 모르타르의 비등방성을 이용하여 구

조물의 성능을 효율 으로 향상시킬 수도 있을 것이며, 섬유 

방향성을 제어하지 않은 구조물에서 나타내는 섬유 방향성 

변화에 따른 구조  성능의 큰 변동성을 크게 일 수 있어 

신뢰성 있는 구조물의 설계  시공이 가능할 것이다. 따라

서 모르타르와 같은 성유체에 해 타설 과정에서 발생하

는 유동장을 악하고, 이에 따른 섬유의 방향성의 변화 

측에 한 연구가 필요하다.

콘크리트 는 모르타르의 타설  유동흐름은 거푸집의 

형상, 타설 치  방향, 모르타르 유체의 특성 등에 의해 

크게 향을 받으며, 일반 으로 콘크리트 는 모르타르의 

타설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유체의 유동흐름은 그림 

1과 같이 분류하여 나타낼 수 있다.

유동흐름  섬유 방향성 분포를 측하기 한 해석 기법

으로는 3차원 유동해석이 복잡하기 때문에 일반 으로 길이 

는 깊이 방향의 2차원 평면에서 유동해석이 이루어지고 있

으며, 그 결과로부터 섬유 방향성에 해 해석을 수행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고유동 강섬유보강 모르타르에 해 평면에

서의 2차원 유동해석을 바탕으로 유동에 따른 모르타르 내 

섬유의 방향성 분포 변화를 시뮬 이션을 통해 악해 보고

자 하 다.

2 유체흐름에 한 이론  고찰

2.1 지배방정식

유체의 흐름은 두 개의 지배방정식에 의해 정의되며, 첫 

번째는 질량보존의 법칙에 한 연속방정식이며, 두 번째는 

운동량 보존의 법칙을 나타내는 모멘텀 방정식이다.

2.1.1 연속방정식(Continuity Equation)

첫 번째 유체의 지배방정식인 연속방정식은 3차원 비압축

성 유체에 해 식 (1)과 같이 표 된다.



 


 

 

 


∙ (1)

여기서, 는 속도 벡터(velocity vector)를 나타내고, 는 

도를 말하며, 는 미소체 을 의미한다. 는 상 시스

템을 의미하며, 는 제어 체 (Control Volume)을 나타

내고 는 제어 단면(Control Surface)을 나타낸다. 그리

고 은 제어 체 에 한 유체의 질량을 의미한다.

 (2)

비압축성 유체의 경우, 시스템 계 내에서 유체는 생성되거

나 소멸되지 않기 때문에 식 (1)에서 좌변 항은 0이 되며, 정

상상태 유체흐름에 해서 제어 체  내 유량의 변화가 없으므

로 식(1)은 식 (3)과 같이 간단한 식으로 표 이 가능하다.



∙ (3)

2.1.2 모멘텀 방정식(Momentum Equation)

 다른 지배방정식으로 운동량 보존의 법칙을 표 하는 

모멘텀 방정식은 식 (4)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4)

 식에서 는 제어 체 에 작용하는 모든 외력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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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Geometry of CV    (b) Forces acting on CV

그림 2 두 평  사이에 흐르는 단흐름 해석을 한 

제어체 (Fox 등, 2004)

타내는 것으로 력, 자기장, 표면장력 효과, 압력  마찰

력 등의 모든 작용력을 포함하며, 표면력()과 체 력()

으로 구분하여 나타낼 수 있다. 일반 으로 비압축성 유체에 

해 표면력은 주로 마찰력 는 외부 압력에 의해 나타나

며, 체 력은 주로 력에 의한 작용력으로 나타낼 수 있다. 

압력에 의한 표면력은 다음과 같은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5)

표면력은 항상 제어 단면으로 작용하며, 는 단면 바깥 

방향을 양으로 하는 벡터이다. 

단  질량에 한 체 력을 라고 정의할 때, 체 력은 

다음과 같이 표 할 수 있다.




 (6)

 식에서 체 력이 력에 의한 힘만 존재한다면, 는 

로 나타낼 수 있다.

2.2 두 평  사이에서의 단 유체흐름

그림 2에서와 같이 나란히 놓여진 두 이트 사이에서 

흐르는 비압축성 성유체의 흐름 내 미소체   

를 고려해 보자. 두 이트는 만큼 떨어져 있고, 두 개의 

이트는 방향으로 무한한 길이를 가진다고 가정한다.

몇 가지 가정과 함께 단흐름의 유동장에 한 해석  해

를 구할 수 있다. 유체의 속도벡터는 방향 성분()만 있으

며,   방향의 속도성분(, )은 없다. 그리고 유체가 

완 발달유동(fully developed) 상태이며, 따라서 방향으

로 유속 변화는 없고, 만의 함수,  로 정의된다.

모멘텀 방정식에서 체 력(body force)은 력에 의한 힘

으로 방향에 해서는 0이며, 표면력(surface force)은 벽

면에서의 마찰력이 없다고 가정하면, 압력에 의한 힘만을 고

려한다. 

그 게 되면, 그림 2(b)에서 미소체 에 작용하는 힘의 

평형 계로부터 다음과 같은 계식을 얻을 수 있다.







(7)

 식에서 좌변과 우변이 서로 독립 이므로 상수로 두고 

분을 하게 되면, 식 (8)을 구할 수 있다.

 
  (8)

 식에서 단응력과 유속 변화율과의 계식을 이용하면 

유체의 속도 분포를 구할 수 있다. 유체는 단응력과 유속 

변화율 계에 따라 뉴턴유체(Newtonian fluid)와 비뉴턴

유체(Non-Newtonian fluid)로 구분할 수 있으며, 비뉴턴 

유체에는 다일러턴트 유체, 탄성 유체, 빙함 유체 등으로 

다시 나 어진다. 모르타르나 콘크리트는 일반 으로 빙함 

유체(Bingham fluid)로 분류된다.

뉴턴 유체의 경우, 단응력과 유속 변화율 사이에 식 (9)

가 성립하며, 빙함 유체의 경우에는 식 (10)의 계가 성립

한다.

  


(뉴턴유체의 경우) (9)

   


(빙함유체의 경우) (10)

 식에서 는 성계수(N․s/㎡)를 나타내며, 는 빙함 

유체에서 정지해 있는 유체가 움직이는데 필요한 기 항복

응력을 의미한다.

의 식 (9) 는 (10)을 식 (8)에 입하여 분하면 다

음과 같은 식을 얻을 수 있다.

 

 
  


 (뉴턴유체의 경우) (11)

 

 
  


(빙함유체의 경우) (12)

식 (12)에서 ′   으로 다시 나타내면 식 (11)과 

식 (12)는 같은 형태를 가지며, 의 식에 경계조건,   

   과      을 입하여 미지수를 결정하

게 되면 식 (13)과 같이 뉴턴 유체와 빙함 유체에 해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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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섬유의 방향성을 나타내기 한 좌표시스템

한 유속 분포 방정식을 얻을 수 있다.

 

 
 

 



  (13)

≤ ≤ 의 구간을 ≤ ′≤ 구간으로 다시 표

하면, 식 (13)은 다음의 식으로 다시 나타낼 수 있다.

 

 
 

′ 


 

 


 (14)

3. 유체흐름과 섬유 방향성의 계에 한 이론  고찰

유체흐름에 따른 섬유 방향성 변화에 한 연구는 콘크리

트 분야에서는 연구가 거의 없지만, 단섬유 보강 폴리머의 

기계 성형 분야에서는 많은 연구들이 있었다(Batchelor 

1970; Ausias 등, 1992; Advani 1994; Vincent 등, 

1997; Chiba 등, 1998 2001; Moses 등, 2001; Han 

등, 2002; Lin 등, 2008). 열가소성의 폴리머는 일반 으

로 탄성 유체로 취 된다. 단섬유 보강 복합체의 성형 제

조과정에서의 섬유 방향성과 련한 이들 연구의 부분은 

Jeffery(1922)의 방정식에 근거하고 있다.

1922년에 Jeffery(1922)는 유체동역학(hydrodynamics)

에 근거하여 뉴턴 유체 내 타원형 입자의 방향성을 나타내는 식

을 제안하 다. 1970년에는 Batchelor(1970)이 세장형 물체

(slender-body)에 해 유체동역학  응력을 계산할 수 있는 

일반식을 제안하 다. 그리고 Dinh and Armstrong(1984)

는 이 두 식을 이용하여 임의의 형상비()의 섬유가 혼입된 

유체에 한 구성방정식을 제안하 다. Ausias 등(1992)은 

Dinh and Armstrong(1984)의 방법과 유사한 근법으로 

섬유혼입률이 매우 낮은 경우와 매우 높은 경우에 해 각각 모

델을 제시하 다. 

Jeffery(1922)의 방정식에서는 섬유 사이에서의 상호작용

에 의한 향을 고려하지 않고 있는데, Folgarand Tucker 

(1987)은 Jeffery(1922)의 식에 이와 같은 섬유 사이의 상

호작용을 고려하여 뉴턴 유체에서 섬유의 회 운동을 표 하

다. 

실제 섬유 보강 복합체에서는 한 개의 섬유가 아닌 수많은 섬

유들이 존재하며, 따라서 단면 내 섬유 방향성 분포를 효율 으

로 나타내기 해서는 방향성 분포 함수(orientation distri-

bution function)를 필요로 한다. Dinh and Armstrong 

(1984)은 균질한 유동장에 용이 가능한 방향성 분포함수에 

한 해석  해를 도출하 다. Advani and Tucker(1987)은 

섬유의 방향성을 표 하기 해 섬유방향성 텐서와 방향성 분

포 함수를 도입하여 공간 내 임의 치에서의 섬유 배향 상태의 

표 을 보다 용이하게 하 다.

3.1 두 평  사이에서의 단 유체흐름

섬유의 방향성 분포를 표 하기 해서 우선 섬유 하나에 

한 방향성을 정의할 필요가 있으며, 그림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구면좌표계에서의 와 를 이용한 단 벡터 로 나타

낼 수 있다. 직교좌표계에서 의 성분은 와 의 함수로 다

음과 같이 표 된다.

  

   (15)

  

섬유보강 복합체는 수많은 섬유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식 

(15)를 이용하여 섬유 한 개의 방향성을 표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일반 으로 여러 개의 섬유에 해 3차원 섬유 

방향성 분포를 표 하기 해서는 확률분포 개념을 사용한

다. 섬유의 방향성 분포 함수(Orientation Distribution 

Function, ODF), 가 정의되면 임의의 시간에서 섬유가 

방향성 을 나타낼 확률을 구할 수 있다. 임의의 시간에서 

섬유의 방향각이 에 해 와  에 있고, 에 해 

와  에 존재할 확률은 다음 식과 같다.

 ≤  ≤   ≤ ≤ 

  (16)

방향성 분포 함수()는 다음의 두 가지를 반드시 만족해

야 한다. 첫 번째는 주기 에 한 조건으로 다음 식을 만족

해야 한다.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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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유동  섬유 방향성 해석을 한 요소

그리고 두 번째 조건은 를 체 구간에 해 분했을 

때 1이 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다음과 같은 식으로 표 된다.




 




 

   (18)

3.2 유동장과 섬유 방향성의 계

한 개의 섬유에 한 회 운동에 한 기본 방정식은 식 

(19)와 같다(Folgar 등, 1987).

 


  


  

  





(19)

 식에서 는 와류도(vorticity)를 의미하고, 는 시

간에 따른 단변형률 변화율(shear strain rate)을 의미하

며, 각각 식 (20)과 식 (21)로 정의된다.

 





(20)







(21)

는 유속 성분을 나타낸다. 그리고 는 섬유의 형상계수

(  )와 련한 계수로서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22)

그리고 은 회 확산율(rotary diffusivity)로 정의되

며, 회 에 한 섬유 상호간의 간섭작용을 고려하기 한 

것으로, 이 향을 무시한다면 식 (19)는 Jeffery(1922)의 

방정식과 같아진다. 

Folgar and Tucker(1984)는 에 해  의 

계식을 제안하 으며, 는 섬유의 형상과 섬유혼입률에 

향을 받는 계수로서 실험을 통해 구할 수 있으며, 는 유효 

단 변형률로서 의 계식으로 주어진다.

3.3 방향성에 한 확률 도함수

방향성 확률 도함수(Probability Density Function, 

PDF), 는 다음과 같은 식으로 정의된다.

   (23)

  일 때, 모든 섬유가 임의 분포로 배열되어 있다고 하

면, 기 방향성 분포함수, 는  1/4의 계가 성

립한다.

유동거리에 따라 섬유의 방향성은 기값 에서 

′′ 으로 변하게 되고, 방향성 분포함수도 에서 

′′ 으로 바 게 된다. 따라서 유동거리의 함수로 표

된 확률 도함수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24)

유동거리에 따른 ′′로부터 유체흐름에 따른 섬유

의 방향성 분포 변화를 구할 수 있다.

4. 고유동 강섬유보강 모르타르의 유동에 따른 섬유 방

향성의 변화 측

여기에서는 섬유길이가 13mm이고, 직경이 0.2mm인 강

섬유를 혼입한, 로우 값이 약 250mm내외인 고유동 강섬

유보강 모르타르를 이용하여 단면의 크기가 폭 180mm, 높

이 270mm이고, 길이가 2,900mm인 균일 단면의 보를 제

작하는 과정을 모사하여 유동에 따른 섬유 방향성 변화를 

측해 보았다. 고유동 강섬유보강 모르타르의 유동흐름에 

한 해석  해를 이용하기 해서 앞서 언 한 바와 같이 두 

이트 사이에서의 정상상태 단순 단 흐름으로 가정하

다. 따라서 유속 성분은 흐름방향으로만 존재하며, 단흐름

은 완 발달유동(fully developed) 상태로 가정하여 유속분

포는 식 (14)와 같으며 변하지 않는다. 유입되는 유량, 는 

실제 타설 시의 투입속도를 고려하여 0.001m3/s로 가정하

다. 유동흐름을 2차원 평면 흐름으로 나타내기 해서는 유

체흐름의 높이를 한 값의 상수로 가정할 필요가 있다. 

이 때 유체흐름의 높이는 유체의 종류와 특성에 따라 달라진

다. 유체흐름의 높이는 실제 타설 시 발생하는 유체의 흐름

방향에 한 수 의 구배로부터 구할 수 있으며, 유체의 선

단부가 거푸집의 끝에 도달했을 때의 체 길이에 한 평균 

수 로 가정하 다. 여기에서는 100mm로 가정하 다.

해석은 유체가 유입되는 단부에서 앙단면까지의 거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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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해석 시 고려한 유동거리의 치

(a) 기시

(b) x=145mm 지

(c) x=1,450mm 지

그림 6 유동거리에 따른 섬유 방향성 분포의 변화

해서 수행하 으며, 유체의 흐름선은 18개로 나 었으며, 

흐름방향에 한 간격은 200등분하 다(그림 4). 

유동흐름에 한 섬유의 방향성 변화는 Folgar and 

Tucker(1987)의 식을 용하 으며, 섬유 상호간의 간섭작

용(interaction among fibers)은 고려하지 않았다. 따라서 

식 (25)와 같이 Jeffery(1922)의 방정식과 동일한 형태가 

된다.

   


 


  

  (25)

2차원 섬유 분포에 해 섬유의 방향 단 벡터 는 식 

(15)에   를 입하여 구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이 나

타내어진다.

  

   (26)

  

그리고 식 (25)와 식 (26)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계식을 

얻을 수 있다.




 

 



 








 



   (27)

기 섬유분포는 임의 으로 배열되어 있다고 가정하 으

며,  식으로부터 시간단계에 따른 의 분포함수를 구할 수 

있으며, 다음의 식 (28)을 이용하여 유동거리에 따른 방향성 

확률 도함수(PDF)를 얻을 수 있다. 

′ ′ (28)

그림 5는 해석을 수행한 단면의 치를 나타내는 것으로 해

석은 체길이의 1/100지 (14.5mm), 1/50지 (29mm), 

1/10지 (145mm), 1/5지 (290mm), 1/2지 (725mm) 

 1,450mm 거리 지 이다. 

그림 6은 식 (27)로부터 구한 기에서와 유동거리가 각

각 145mm와 1,450mm에서의 회 이동한 의 분포를 나

타낸 것이다. 

그림 7은 식 (28)로부터 구한 방향성 확률 도함수(PDF)

를 가 0에서 2까지 역에서 나타낸 것이고, 그림 8은 의 

칭성을 고려하여 0에서 2 역으로 다시 나타낸 확률 도

함수를 보여 다. 그림 7과 그림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유동흐

름에 따라 섬유가 유동방향에 나란하게 배열되는 경향을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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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x=1,450mm까지의 변화

그림 7  범  내에서 나타낸 의 확률 도함수 분포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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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x=1,450mm까지의 변화

그림 8  범  내에서 나타낸 의 확률 도함수 분포의 변화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고유동 강섬유보강 모르타르의 타설단계에

서의 유동에 따른 모르타르 내 강섬유의 섬유 방향성 분포의 

변화를 해석 으로 구하 다. 본 연구에서 고려한 형상의 구

조물에 해 주어진 해석조건으로부터 구한 해석결과에 따르

면 두 평면 사이에 흐르는 모르타르의 단흐름에 의한 섬유

의 방향성 변화는 기 150mm이내에서 크게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후에서는 방향성 분포의 경향은 크게 

변하지 않으며, 다만 흐름방향에 나란한 섬유의 도가 집

으로 커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섬유의 방향성과 섬유보

강 복합체의 인장거동과 한 련성을 고려할 때, 이와 

같은 방향성의 측을 바탕으로 유동에 따른 고유동 강섬유

보강 모르타르의 인장거동 변화의 측이 가능할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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