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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o overcome weak and brittle tensile characteristics of concrete, many studies have been conducted on fiber reinforced

concrete (FRC). Recently, high performance fiber reinforced cementitious composites (HPFRCC), which shows strain hardening behav-

ior, has been actively investigated. However, most of the studies focused on the material behavior of HPFRCC itself. Only a few studies

have been conducted on the tensile behavior of HPFRCC with steel reinforcement. Therefore, a tension stiffening test for HPFRCC

members has been conducted in this study in order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a reinforcing bar on the tensile behavior of HPFRCC.

Tensile stress-strain relationship of HPFRCC has been derived from the tests. The HPFRCC resisted tensile stress continuously from

the first cracking to the yield of reinforcing bar. Through the comparison with the tensile behavior of HPFRCC members without a rein-

forcement, it was shown the tensile strength and capacity of HPFRCC were reduced due to the combined effect of the high shrinkage

of HPFRCC, restraining effect of steel reinforcement, and the strain hardening behavior of HPFRCC. It is expected that the tension stiff-

ening test results can be useful for an application of HPFRCC with steel reinforcement as structural members.

Keywords : HPFRCC, tension stiffening effect, shrinkage, tensile stress-strain relationship

1. 서 론

콘크리트를 비롯한 대부분의 시멘트계 재료는 우수한

압축강도에 비해 낮은 인장강도를 가지고 있으며, 인장

균열 발생 이후 대부분의 인장성능을 상실하는 취성적인

인장 거동을 보인다. 이러한 취성 거동을 보완하기 위하

여 콘크리트에 섬유를 혼입한 섬유보강 콘크리트에 대한

실험 및 이론 연구가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진행되어 왔

다.
1-6)

 철근이 없는 섬유보강 콘크리트는 Fig.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균열 이후 인장 응력이 점차적으로 감소하는

연성 거동(softening behavior)을 보이는 일반 섬유보강 콘

크리트(FRC)와, 균열 이후에도 변형의 증가와 함께 응력

이 조금씩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변형 경화 거동(strain

hardening behavior)을 보이는 고성능 섬유보강 콘크리트

(high performance fiber reinforced cementitious composites;

HPFRCC)로 크게 구분될 수 있다.
7,8)

HPFRCC 재료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온 것과

는 달리, 철근을 사용하여 보강된 R/HPFRCC의 인장 거

동에 대한 연구는 일부 연구자들
9,10)
에 의해 주로 실험에

의존하여 수행되어 왔으며, 실험 결과 또한 매우 제한적

이다. Fig.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균열이후 변형경화 거

동을 보이는 R/HPFRCC 부재는 일반적인 섬유보강 콘크

리트를 적용한 부재(R/FRC)와 인장강성을 비롯한 인장

거동 특성이 다른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나,
11)

 고성능 섬

유보강 콘크리트의 인장 거동에 있어서 철근의 영향에

대한 연구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철근이 포함된 고성능 섬유보

강 콘크리트에 대한 인장강성 실험을 통하여, 철근의 영

향을 고려한 HPFRCC의 인장거동을 규명하고, 향후 구

조부재에 대한 적용의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2. 실험연구

2.1 실험계획

이 연구에서는 마이크로 PVA 섬유를 2% 함유한 기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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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HPFRCC 배합을 기준으로, 섬유의 종류와 혼입량

을 변화시킨 배합을 사용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기본적인 재료 물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압축강도와 휨

강도실험을 수행하였고, 철근에 의한 HPFRCC의 인장

거동에 대한 영향을 연구하기 위하여 인장강성 실험을

수행하였다.

 

2.2 배합 설계 및 사용 재료

다중균열이 발생할 수 있는 배합을 선정하기 위하여,

기존에 수행된 잔골재의 종류에 따른 배합
12)
과

 
플라이 애

쉬
13)
에 대한 연구 결과를 분석하여 부피비 2%의 섬유 혼

입량에서 다중균열이 발생할 수 있도록 배합을 결정하였

다. Table 1은 사용된 배합비를 나타내고 있다.

배합에는 A사의 1종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와 폴리카

본산계의 액상 고성능감수제가 사용되었으며, 2종류의

PVA섬유가 사용되었다. 길이 8 mm, 직경 0.04 mm인 마

이크로 PVA 섬유(PVA04)와 길이 30 mm, 직경 0.66 mm

인 매크로 PVA 섬유(PVA66)가 사용되었고, 각 섬유의

물리적 특성을 Table 2에 나타내었다. 잔골재는 평균직

경 0.125 mm이고 비중 2.65의 규사가 사용되었다.

섬유의 혼입량은 기존 HPFRCC 배합에 대한 연구 결

과
14)
에 따라 HPFRCC의 균열 분산을 위한 섬유의 적정

혼합비가 2% 내외인 것을 감안하여 이 연구에서는 마이

크로 섬유 2%를 기본으로 소량의 매크로 섬유를 혼입하

는 하이브리드 조합
15)
을 사용하였으며, Table 3은 사용된

섬유의 조합을 나타내고 있다.

2.3 재료 물성 실험

2.3.1 일축 압축 실험

압축강도와 탄성계수를 측정하기 위하여 지름 100 mm,

높이 200 mm인 원통형 공시체를 제작하였으며, KS F

2405와 KS F 2438의 방법에 의하여 역학적 물성을 산

정하였다.
16)

 축방향 변형률 측정을 위하여 전기 저항식

변위계를 양단에 장착하였고, 시험은 MTS 815 시험기에

서 변위제어의 방법으로 수행되었으며, 각 배합 변수마

다 3개의 시편이 사용되었다.

2.3.2 휨 실험

HPFRCC 배합의 휨성능을 평가하기 위하여 휨 강도시

험을 수행하였다. 굵은 골재를 포함하지 않은 부재이기

때문에, KS F 2408
16)
에 제시된 시편보다 크기가 작은 두

께 100 mm, 폭 100 mm, 길이 400 mm인 무근 보 시편

을 제작하였다. 시편은 탈형 후 수중에서 양생하였으며

28일이 지난 후 KS F 2566
16)
에 제시한 4점 재하 방법을

통해 휨강성을 측정하였다. 각 배합 변수마다 3개의 시

편이 사용되었으며, 중앙부의 처짐은 JCI-SF4
17)
에 제시

된 방법에 따라 전기저항식 변위계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2.4 인장 강성 실험

길이 400 mm, 높이 100 mm, 폭 100 mm의 시험체에 직

경 13 mm인 철근을 매립하여 부재를 제작하여 인장강성

실험을 수행하였다. 시험체의 형상은 이전 연구 결과
10,11)

를 참고하여 결정되었으며, 시험체의 철근비는 1.27%이다.

양 끝단의 정착 길이 효과를 고려하여 시편의 중심부

100 mm에 대해 2개의 π형 게이지를 부착하여 평균변형

률을 측정하였고, 외부에 노출된 철근부에는 변형률 게

이지를 부착하여 철근의 변형률을 측정하였다. 시험체는

MTS 810 시험기기를 이용하여 변위제어 방법으로

0.01 mm/sec의 속도로 가력하였다. Fig. 3은 시편의 개요

Fig. 1 Tensile behavior of cementitious composite materials

Fig. 2 Tension stiffening of reinforced cementitious composite

structures

Table 2 PVA fiber properties

Length

(mm)

Diameter

(mm)

Tensile strength

(MPa)

Elastic modulus

(GPa)

PVA04 8 0.04 1,600 35

PVA66 30 0.66 900 23

Table 3 Fiber contents (volumetric ratio)

P0 P1 P2 P3 P4

PVA04 (%) - 2.0 2.5 2.0 1.5

PVA66 (%) - - - 0.5 1.0

Table 1 Matrix mixture proportions

Cement Fly-ash Water Silica sand

Weight (kg/m
3
) 723 434 398 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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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시편이 시험기에 설치된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각

배합 변수마다 3개의 시편이 사용되었다.

3. 실험 결과 및 분석

3.1 재료물성 실험 결과

3.1.1 일축 압축 실험

측정된 HPFRCC 부재의 일축 압축 응력-변형률 곡선

을 Fig. 4에 나타내었고, Table 4에 측정된 압축강도와 탄

성계수를 나타내었다. 그림에서 보듯이 HPFRCC의 최대

압축응력에서의 변형률은 0.005~0.006 정도로 보통 콘크

리트의 최대압축응력 대한 변형률인 0.003보다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섬유가 혼입된 시편들(P1~P4)은 혼입되지 않은 시편

(P0)과 비교하여 초기 탄성계수는 감소하고, 압축강도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섬유가 2.5% 혼입된 P2~

P4 배합의 강도와 탄성계수는 2.0%의 섬유가 혼입된 P1

배합보다 낮게 측정되었으며, 이는 섬유 혼입량이 과하

여 배합의 균질성이 떨어지고, 배합과정에서 공극이 증

가하였기 때문으로 추정되나, 이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위해서는 추가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3.1.2 휨 인장 실험

측정된 HPFRCC 부재의 휨 거동을 Fig. 5에 나타내었

고, 주요 측정치를 Table 5에 나타내었다. 처짐이 1 mm

인 경우와 최대하중에 대한 처짐에 대해서 JCI-SF4
17)
의

계산법을 사용하여 휨인성을 계산하였다.

마이크로 섬유가 2% 이상 혼입된 경우인 P1, P2, P3

는 Table 5에 보인 바와 같이 유사한 최대하중을 보였다.

그러나, 부재가 하중에 저항할 수 있는 최대 처짐(변형

량)은 마이크로 섬유가 많을수록, 전체 섬유 혼입량이 많

을수록 크게 나타났으며(P2 > P3 > P1 > P4), 이러한 경향

은 PVA마이크로 섬유와 매크로 강섬유의 조합에 대한

연구 결과
15)
와 경향이 일치한다.

P1, P2, P3 부재는 초기에는 유사한 거동을 보이기 때

문에, 처짐 1 mm에 대한 휨인성은 비슷한 값을 나타내었

다. 그러나, 부재가 저항할 수 있는 변형량이 클수록, 최

대하중에 대한 처짐에서 높은 휨인성을 보였으며, 마이크

로 섬유가 2.5% 혼입된 P2 부재가 가장 큰 값을 보였다.

3.2 인장강성 실험 결과

3.2.1 인장강성 부재의 균열 및 파괴양상

섬유가 혼입되지 않은 P0 시편의 경우 Fig. 6(a)에 나

Fig. 3 Schematic diagram of tension stiffening test specimens

Fig. 4 Compressive behavior of HPFRCC

Table 4 Measured compressive properties

P0 P1 P2 P3 P4

Compressive strength

(standard deviation) (MPa)

67.3

(5.47) 

76.3 

(5.23)

66.8 

(3.15)

68.4 

(0.54)

68.1

(2.70) 

Elastic modulus (GPa) 21.4 17.6 16.4 16.0 16.9

Table 5 Measured flexural properties

P0 P1 P2 P3 P4

Load

(kN)

At L/300 (1 mm) - 31.6 30.5 30.1 24.2

Maximuml load 5.0 32.0 33.2 31.7 24.4

Flexural toughness

(kN-mm)

At L/300 (1 mm) - 25.7 24.4 24.3 20.3

At maximum load - 33.7 51.5 35.0 22.8

Fig. 5 Flexural behavior of HPFR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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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낸 바와 같이 육안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균열이 발생하였다. 그러나, 섬유가 혼입된 P1~P4 배합

은 눈에 잘 보이지 않는 미세한 균열폭의 균열만이 발

생하였으며, 표면에 알코올을 적셔서 균열 양상을 기록

하였다. Fig. 6(b)는 연필로 표시된 P2 시편의 균열 양상

이다. Fig. 6(c) 는 알코올을 적시어 균열을 나타낸 모습

니다.

배합에 따른 부재의 균열도를 Fig. 7에 나타내었다. 가

운데 점선으로 표시된 영역은 π형 게이지가 부착된 구간

이다. π형 게이지 부착구간, 100 mm에서 각각의 부재에

대해 균열 개수를 측정하였다. 3개의 부재로부터 평균 균

열개수를 산정하였으며, 평균 균열개수는 P0, P1, P2, P3,

P4 시편이 각각 1, 3.2, 3.6, 3.7, 3.6 개로 나타났다.

모든 부재에서 인장하중이 직접 가해진 외부 철근의

파단으로 인해 부재가 최종 파괴되었다. 이는 섬유가 혼

입되지 않은 P0의 경우 철근과 콘크리트 사이의 부착으

로 인한 하중분배 효과로 인해, 또한 HPFRCC 부재

(P1~P4)의 경우 균열면에서의 섬유의 인장력에 대한 기

여도로 인해 콘크리트 내부의 철근보다 외부의 철근에서

의 응력이 큰 것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3.2.2 인장강성 부재의 하중-변형률 관계

인장강성 시험 부재의 가운데 100 mm 구간에서 측정

된 평균 변형률과 하중의 관계를, 콘크리트 외부 철근의

인장 변형률-하중 관계와 함께 Fig. 8에 나타내었다. 평

균변형률은 시편의 양쪽에 부착한 두 개의 π형 게이지

의 측정값을 평균하여 나타낸 것이다. 그림에서 보듯이,

섬유가 혼입되지 않은 P0 부재의 경우 균열 이후 점차

적으로 매립되지 않은 철근(bare steel)의 거동에 근접하

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HPFRCC 인장강성 시험부재들

은 초기균열에서부터 철근의 항복되는 시점에 이르기까

지 전 구간에 걸쳐서 인장성능을 균일하게 발현하였다.

P1과 P2 시험체의 경우 인장성능이 유사하였으나, P4시

편은 다소 낮은 인장하중을 보였다. HPFRCC 재료는 높

은 균열 가교 성능(crack bridging capacity)에 의하여 철

근이 매립되어 있음에도 균열 발생이후 균일한 인장 저

항 효과를 나타내는 것이 관찰되었다.

3.3 고성능 섬유보강 콘크리트의 인장 거동 분석

3.3.1 HPFRCC의 인장 거동 

일반 콘크리트의 경우 국부화된 균열이 발생하면 Fig.

9(a)에 나타낸 것과 같이, 균열로 감소된 콘크리트의 응

력이 철근으로 집중되는 응력 집중현상이 발생하며, 이

로 인하여 불균등한 변형률 분포와 함께 슬립현상이 발

Fig. 6 Pictures of the tested members (a) P0 specimen, (b)

P2 specimen with cracks marked using a pencil, (c) P4

specimen damped with alcohol

Fig. 7 Typical crack patterns of the test members

Fig. 8 Measured average member responses

Fig. 9 Stress distribution of concrete and steel reinforc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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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HPFRCC는 균열면의 가교

능력이 오히려 콘크리트의 인장강도보다 크기 때문에 일

반 철근콘크리트 부재 혹은 일반 섬유보강 철근콘크리트

부재에 비해 균열폭 및 균열간격이 작다. 따라서 부재의

중앙부에서 HPFRCC와 철근의 부착면은 Fig. 9(c)에 나

타낸 것과 같이, 균열이 발생하여도 슬립현상 및 철근과

HPFRCC의 변형률의 변화가 상대적으로 작은 것으로 가

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응용하여 전체 하중에서 철

근이 받는 힘을 분리하여 HPFRCC에 작용하는 하중을

계산할 수 있다.

외부에서 가해진 인장력은 다음과 같이 HPFRCC와 철

근이 받는 응력의 합으로 계산된다.

(1)

여기서, F는 가해진 힘, Ac와 fc는 콘크리트의 면적과 응

력, As와 fs는 철근의 면적과 응력을 의미한다. 철근의 응

력은 철근의 탄성계수와 측정 구간의 평균 변형률로부터

계산되어 지며, 따라서 콘크리트가 받는 부분의 응력은

철근 항복 이전에는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2)

여기서, εt,avg는 측정 구간의 평균변형률을, Es는 철근의

탄성계수를 의미한다.

식 (2)를 이용하여, 철근이 매립된 HPFRCC 부재의 인

장강성 실험 결과로부터 HPFRCC의 평균 인장 응력-변

형률 관계를 도출할 수 있다. 이 때 이 연구에서는 시험

체들의 외부 철근에 부착된 변형률 게이지의 측정 결과

들을 평균하여 철근의 항복강도와 탄성계수를 계산하였

다. 항복강도는 516 MPa이었다.

Fig. 10(a)는 P1 실험체 중 하나의 시편에서 측정된

HPFRCC와 철근의 변형률-하중 관계를 나타내며, 이로

부터 식 (2)를 통해 산정된 HPFRCC의 응력-변형률 곡

선을 Fig. 10(b)에 나타내었다. 계산된 HPFRCC의 응력-

변형률 곡선은 초기 균열이 발생한 후에 연성거동을 보

이는 HPFRCC의 특징을 잘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체 실험 결과를 이용하여 계산된 HPFRCC의 평균

인장 응력-변형률 관계를 Fig. 11에 나타내었다. 그림에

서 보듯이, 섬유가 없는 P0 시편의 경우 균열 간격에 비

해 측정 구간이 짧아 산정된 인장 응력-변형률 관계가

다소 불안정하게 나타났으나, 섬유가 혼입된 시편의 경

우 균열이 비교적 고르게 분포되어 안정된 인장 거동을

측정할 수 있었다. 섬유가 혼입된 P1~P4 배합들은 균열

이후에도 상당한 구간 동안 인장 응력을 유지하는 연성

거동을 보이고 있다. 또한, 그림에서 보듯이 인장 강성

실험으로부터 도출된 HPFRCC의 평균 인장 응력-변형률

관계는 완전 탄소성(elastic-plastic) 거동으로 단순화할 수

있으며, HPFRCC의 인장 강도에 해당하는 소성 구간의

인장 응력 및 인장탄성계수를 Table 6에 나타내었다. 인

장탄성계수는 측정된 결과에서 탄성구간의 평균 기울기

이며, 인장강도는 초기 균열 이후 응력을 평균하여 계산

하였다. 산정된 인장강도의 섬유 혼입에 따른 경향은 압

축강도 및 휨강도 측정결과와 유사하게, P1 배합의 인장

강도가 가장 크고 P4 배합의 인장강도가 가장 낮게 산

정되었다.

F fc Ac As–( ) fsAs+=

fc
F εt avg,

EsAs–

Ac As–
----------------------------------=

Fig. 10 Evaluation of HPFRCC tensile behavior from the

tension stiffening test

Fig. 11 Tensile behavior of HPFRCC evaluated from the

tension stiffening test

Table 6 Tensile strength and elastic modulus of HPFRCC from

the tension stiffening test

P1 P2 P3 P4

Tensile strength (MPa)

(standard deviation)

2.01

(0.35)

1.97

(0.40)

1.58

(0.31)

1.31

(0.81)

Tensile elastic modulus 

(GPa)
14.4 14.1 11.2 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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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HPFRCC 인장 거동에서의 철근의 영향

HPFRCC의 인장 거동에 있어서 철근에 의한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철근이 포함된 인장강성 실험으로부터 유

도된 인장거동을 철근이 없는 HPFRCC의 인장 거동과

비교해 보았다. Fig. 12는 Tables 1~3에 나타낸 배합과

같은 조건으로 직접인장시편을 만들어서 실험한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시편의 모양은 이전 연구성과들
13,14)
을 참

조하여, 중앙부 단면의 폭이 60 mm, 높이가 20 mm인 도

그본(dog-bone) 형태의 시편으로, 시편 양쪽에 변위계를

설치하여 부재의 변형률을 측정하였다. Figs. 11, 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인장 강성을 위한 철근이 있는 시편의

실험으로부터 산정된 HPFRCC의 인장 강도가 철근이 없

는 시편에서 측정된 인장 강도보다 낮은 경향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건조수축에 의하여 가해진 잔류 변형에

의한 영향인 것으로 사료된다. HPFRCC는 시멘트량이

높고 골재량이 작은 배합으로 1,000~1,800 µε의 건조수

축변형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18,19)

 내부에 철

근이 매입된 상태에서 이와 같은 건조수축이 발생하면

철근에는 압축변형, 콘크리트에는 인장변형이 발생하게

되고, 이는 콘크리트 내부에 잔류응력(residual stress)을

유발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 Bischoff
20)
는 건조수축에 의

한 초기의 잔류 변형량이 균열 강도를 감소시키는 효과

가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또한, Fig. 13에서 보듯이, 일

반 철근콘크리트 부재에서는 비교적 작은 인장변형률에

서 균열이 안정화되어 건조수축을 고려한 인장 강성의

거동 (RC w/ shrinkage)이 건조수축이 없는 부재의 거동

(RC w/o shrinkage)에 점차적으로 근접해가는 것으로 나

타난다. 그러나, HPFRCC의 경우 변형이 증가하여도 균

열이 계속 발생하여 하중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R/

HPFRCC 부재의 경우 건조수축에 의한 영향이 지속되어

결과적으로 건조수축이 없는 부재(R/HPFRCC w/o shrinkage)

에 비해 인장 성능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와 같이 철근의 구속과 건조수축에 의해 HPFRCC의

인장 성능이 감소되는 효과는 철근이 없는 HPFRCC의

휨부재의 거동을 통해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 이 논

문에서 제시된 철근의 영향이 포함된 인장응력-변형률

관계와 직접인장실험에서 얻어진 인장응력-변형률 관계

를 이용하여, 휨부재의 중앙부 처짐을 해석으로 계산하

여 비교하였다. 휨부재의 해석을 위해 단면을 50개의 층

으로 구성하여 단면해석을 수행하여 모멘트-곡률 관계를

구한 후, 이를 토대로 하중에 따른 휨 부재의 중앙 처짐

을 계산하였다. 처짐은 부재의 각 부분에 작용하는 모멘

트와 곡률을 계산하고, 이를 적분하는 방법으로 계산하

였다. HPFRCC의 압축거동에 대해서는 Fig. 4에 나타난

바와 같이 압축강도까지 선형으로 가정하였으며, 인장거

동에 대해서는 철근의 유무에 따라 측정된 값을 몇 개

의 직선으로 이상화하여 해석을 수행하였다. 해석 과정

은 Fig. 14에 나타내었다.

Fig. 15에서 보듯이 인장강성으로부터 산정된 HPFRCC

Fig. 12 Tensile behavior of HPFRCC measured from direct

tensile test without reinforcement

Fig. 13 Effect of shrinkage on the tension stiffening behavior

Fig. 14 Flow chart for the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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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인장거동을 바탕으로 무근휨시편의 거동을 예측할 경

우 최대하중을 과소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철근이

없는 직접인장 시편으로부터 측정된 인장 거동을 이용한

한 해석은 최대하중을 약간 과대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후자의 해석 결과에 대해 재료의 불균질성을 고려하

지 않고 HPFRCC 인장 거동을 해석할 경우, 최대 하중을

다소 과대평가할 수 있다고 보고된 바 있다.
21)

따라서, 철근 및 HPFRCC의 건조수축에 의한 복합적

인 영향을 고려하지 않은 실험으로부터 도출된 HPFRCC

의 인장 거동을 철근이 배근된 HPFRCC의 구조물 거동

예측 및 해석에 적용할 경우, 구조물 성능이 과대평가

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철근이 배근된 HPFRCC의 구

조 거동 해석 및 예측을 위해서는 철근 및 건조수축에

의한 영향을 고려하여 인장거동을 모델링해야 되는 것으

로 사료된다.

4. 결 론

이 연구에서는 압축 및 휨인장 실험과 더불어 철근이

배근된 고성능 섬유보강 시멘트복합체(HPFRCC)의 인장

강성시험을 수행하였다. 특히, 인장강성시험 결과를 토대

로 철근이 배근된 부재에서의 HPFRCC의 인장 변형률-

인장 응력 관계를 산정하였다. 이 연구로부터 도출된 결

과를 다음과 같이 요약하였다.

1) HPFRCC의 인장강성 실험 결과에 의하면, 철근이

포함된 부재에서 HPFRCC의 인장 응력은 초기균열

에서부터 철근의 항복에 이르기까지 전 구간에 걸

쳐서 균일하게 나타났다. 

2) 인장강성 실험 결과로부터 HPFRCC와 철근이 부담

하는 하중을 분리하여, HPFRCC의 응력-변형률 관

계를 산정하였다. 제시된 방법은 측정할 수 있는 최

대변형률이 제한되어 있는 단점이 있으나, 직접인

장실험에 비하여 안정적으로 실험을 할 수 있는 장

점이 있다.

3) 철근이 없는 HPFRCC의 직접인장 실험 및 휨 실험

결과와의 비교를 통해, 철근이 배근된 HPFRCC의

인장 강도는 철근에 의한 건조수축 구속효과로 인

하여 철근이 없는 경우 HPFRCC와 비교하여

56~66%의 강도 감소가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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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콘크리트의 취성적인 인장 거동을 보완하기 위해 섬유를 혼입한 섬유보강 콘크리트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며, 그 중 인장균열 이후 변형 경화 거동(strain hardening behavior)을 보이는 고인성 섬유보강 콘크리트(HPFRCC)

에 대하여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 하지만, 철근이 없는 HPFRCC의 인장 및 휨거동에 대해 주로 연구가 계속되어온 반

면 철근이 배근된 HPFRCC 부재의 인장 거동에 대한 자료는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HPFRCC의 인장

거동에 대한 철근의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철근이 배근된 HPFRCC 부재를 제작하여 인장 강성(tension stiffening)에 대

한 실험을 수행하였고, 인장 강성 실험 결과에서 HPFRCC의 인장 응력-변형률 관계를 도출하였다. HPFRCC는 균열발

생 이후에서 항복에 이르기까지 인장 성능을 균일하게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철근이 배근된 HPFRCC의 인장 강

도는 철근이 없는 부재에서 측정된 인장강도에 비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HPFRCC의 높은 건조수축량과

철근의 구속효과에 의한 것으로 사료된다. 이 연구에서 확인된 인장강성 실험 결과 및 분석 자료는 HPFRCC를 철근과

함께 적용할 경우 유용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핵심용어 :고인성 섬유보강 콘크리트, 인장 강성 효과, 건조수축, 인장 응력-변형률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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