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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틀림 강섬유의 비틀림 횟수가 고성능 섬유보강 시멘트 복합재료의 

인장거동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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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research investigated the influence of the number of twist on single fiber pullout behavior of Twisted steel

(T-) fiber and tensile behavior of high performance cementitious composites reinforced with the (T-) fibers (HPFRCC). Micro-

mechanical pullout model for T- fibers has been applied to analytically investigate the influence of various fiber parameters includ-

ing the number of twist on single fiber pullout behavior; and, to optimize the number of twist to generate larger pullout energy

during fiber pullout without fiber breakage. In addition, an experimental program including single fiber pullout and tensile tests

has been performed to investigate the influence of twist ratio experimentally. Two types of T- fiber with different twisted ratios,

T(L)- fiber (6ribs/30 mm) and T(H)- fiber (18ribs/30 mm), were tested. T(L)- fiber produced higher equivalent bond strength (larger

pullout energy) although T(H)- fiber produced higher pullout stress during pullout since T(H)- fiber showed fiber breakage during

pullout. Tensile test results confirmed that T(L)- fiber in high strength mortar generates better tensile performance of HPFRCC,

e.g., load carrying capacity, strain capacity and multiple micro-cracking behavi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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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미끄럼 경화 현상을 보이는 비틀림 강섬유(T- 섬

유)
1,2)
를 사용한 고인성 섬유보강 시멘트 복합재료(high

performance fiber reinforced cementitious composites, HPFRCC)

의 거동에 대한 많은 연구가 수행되었으며, 연구 결과 우

수한 성능을 보이는 것으로
3-6)

 보고되고 있다. T- 섬유를

이용하여 개발된 HPFRCC는 인장하중이나 휨 인장하중

하에서, 다른 종류의 보강섬유를 사용한 경우와 비교하

여, 우수한 하중전달 능력, 변형능력, 에너지 흡수능력,

그리고 다수의 미세균열 거동을 보인다.
3-6)

 또한, T- 섬유

를 사용한 HPFRCC는 변형률 속도에 따라 다른 인장거

동을 나타낸다.
7,8)

 다시 말하면, HPFRCC의 인장시험시의

가력 속도를 정적 속도에서 지진시 속도까지 변화시키면

서 시험한 결과, 인장 시험체에 작용하는 변형률 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초기균열강도(first cracking strength)와 최

종균열강도(post cracking strength)가 증가하였다. 하지만,

변형률 속도가 증가하여도 HPFRCC의 고유한 특성인 변

형 능력과 다수의 미세균열의 생성 능력에는 특기할 만

한 차이를 찾을 수 없었다. 

T- 섬유를 사용한 HPFRCC의 우수한 인장거동은 T- 섬

유의 독특한 인발거동에 기인한다. 무변형 강섬유(S- 섬

유)의 경우 인발시 섬유와 매트릭스 사이 계면균열이 전

체 묻힘길이로 성장한 직후 인발저항력이 급격히 상실되

는 미끄럼 연화(slip softening)거동을 보이는데 반해, T-

섬유는 계면균열이 전체 묻힘길이로 성장한 이후에도 인

발 저항력이 감소하지 않고 오히려 증가하는 미끄럼 경

화(slip hardening)거동을 나타낸다.
1,2)

 훅크드 강섬유(H-

섬유)의 경우 역시 양단에 도입된 갈고리가 섬유의 인발

시에 펴지면서 역학적인 부착강도를 유발하여 섬유 인발

시 미끄럼 경화현상을 나타낸다. 

H- 섬유와 T- 섬유 모두 미끄럼 경화현상을 보이지만,

미끄럼 능력(인발하중이 최대치에 도달한 후 급격히 인

발저항능력을 상실하기 시작할 때의 미끄럼 양)에는 매

우 큰 차이가 있다. T- 섬유의 경우, 비틀어진 것이 풀어

져야만 미끄럼이 발생하는 독특한 인발 거동을 가지고

있고, 다각형의 단면이 비틀어짐에 의해 생성된 리브(rib)

가 섬유의 전 길이에 분포하고 있다. 하지만, H- 섬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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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학적 부착강도를 생성하는 갈고리가 섬유의 양 단부에

만 위치한다. 그로 인해, T- 섬유의 경우 묻힘 길이의

70~90% 정도의 미끄럼 양까지 미끄럼 경화 현상을 나타

내는 반면, H- 섬유의 경우 묻힘 길이의 10~15% 정도의

미끄럼 양까지만 미끄럼 경화 현상을 나타낸다. 

따라서, 동일한 시멘트 모르타르를 사용한 매트릭스에

서 두 보강섬유가 발생하는 인발에너지에는 매우 큰 차

이가 있다. 이렇게 상이한 두 섬유의 인발거동이 HPFRCC

의 인장거동에 미치는 영향
9)
에 대하여 보고된 바 있다.

더 큰 미끄럼 능력(slip capacity)에 기인한 T- 섬유의 높

은 인발에너지와 그로 인한 높은 등가부착강도는 HPFRCC

의 인장거동에서, H- 섬유를 사용한 경우와 비교하여, 높

은 인장강도, 큰 변형능력, 많은 수의 미세균열, 그리고

작은 균열 폭을 생성하였다.

하지만, T- 섬유가 항상 많은 양의 인발에너지(등가부

착강도)를 생성하는 것은 아니다. T- 섬유에 생성된 리브

의 수가 너무 적은 경우는 충분한 크기의 역학적인 부

착강도를 발현하지 못하여 낮은 크기의 인발 저항력을

생성하고, 비틀림의 수가 너무 많아지게 되면 인발시 섬

유의 파단을 초래하여 매우 적은 양의 인발에너지를 생

성하게 된다. 따라서, 인발에너지를 증가시키기 위해 T-

섬유에 도입되는 적절한 비틀림 횟수의 조정을 통하여

인발시 섬유의 파단이 일어나지 않고 높은 크기의 인발

저항력을 유지하여야 한다. 

T- 섬유의 비틀림 횟수가 증가함에 따라, 보강섬유가

매트릭스 터널과 접하는 계면의 면적이 증가하고 인발시

비틀림의 풀림에 의해 발생되는 접촉응력도 커지게 된다.

보강섬유가 매트릭스 터널과 접하는 계면의 면적은 마찰

에 의한 부착과 밀접한 관계에 있을 뿐만 아니라 역학

적인 부착도 그 매트릭스 터널에 작용하는 접촉응력과도

연관된다. T- 섬유의 마찰에 의한 부착과 역학적인 부착

모두 비틀림 횟수에 영향을 받고 있다. 따라서, 비틀림

횟수는 T- 섬유의 인발거동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

한 인자들 중의 하나이다.

또한, T- 섬유의 풀아웃-슬립 곡선은 여러 인자들에 의

해 영향을 받는다. 그 인자들에는 비틀림 횟수, 단면모

양, 형상비, 매트릭스 강도, 섬유의 매립각도, 경계면의

특성 그리고 섬유의 매립길이 등이 있다.
11)

 이 인자들 중

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섬유의 기하학적인 형상을

적절하게 조절함으로써 풀아웃-슬립 곡선의 형상을 개선

하고 인발에너지를 증가할 수 있다.

T- 섬유와 H- 섬유 사이의 상이한 인발거동에 따른

HPFRCC의 인장 및 휨인장 거동에 대한 실험적 연구 결

과들이 보고
9)
된 바 있지만, 아직까지 T- 섬유의 비틀림

횟수가 HPFRCC의 인장거동 인자들(초기균열강도, 최종

균열강도, 변형능력, 균열 수, 그리고 균열 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상세히 보고된 연구 결과를 찾기 매우 어

렵다. 또한, HPFRCC의 인장 거동을 향상시키기 위해 미

세역학적 인발모델을 이용하여 해석적으로 T- 섬유의 형

상 설계(기하학적 형상과 비틀림 횟수)를 수행한 예가 없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Sujivorakul
11)
에 의해 제안된 T-

섬유의 미세역학적 인발 모델
10,11)
을 사용하여 1) 섬유인

자들(크기, 단면모양, 강도)과 비틀림 횟수가 T- 섬유의

풀아웃-슬립 곡선의 형상에 미치는 영향을 해석적으로

평가하고, 2) 비틀림 횟수가 인발거동과 T- 섬유를 사용

한 HPFRCC의 인장거동에 미치는 영향을 실험을 통하

여 상세히 조사하였다.

이 연구의 최종 목표는 T- 섬유의 비틀림 횟수가 T- 섬

유의 인발거동과 HPFRCC의 인장거동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는 것이다. 

 

2. 비틀림 강섬유 미세역학적 인발 모델

T- 섬유의 미세역학적 인발모델은 마찰에 의한 부착강

도와 비틀어진 리브의 풀림에 기인한 역학적 부착강도를

고려하여 Sujivorakul
11)
에 의해 제안되었다.

11)
 

T- 섬유의 인발시 매트릭스 터널과 보강섬유의 계면에

작용하는 응력의 분포는 Fig. 1에 나타난 바와 같다. 섬

유가 인발되기 위하여, T- 섬유는 비틀어져 있는 단면이

다시 풀어지기 위하여 Figs. 1과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표면 1에 풀림압력 P(untwisting torsional pressure, P)를

유발하게 되고, 이 압력 P는 표면의 마찰계수 µ와 관계

하여 역학적인 부착 요소 (µ × P)를 생성한다. 따라서 표

면 1에는 마찰에 의한 부착 τf와 역학적인 부착강도인

µ × P가 동시에 작용하는 반면에 표면 2에는 마찰에 의

한 부착 τf만이 작용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미세역학적 인발 모델
10,11)
을 사용하여

미끄럼 량이 1 mm 부터 14 mm까지 변화할 때 총 인발

저항능력을 해석적으로 조사하였다. 마찰에 의한 저항에

근거하는 인발하중 Pf와 역학적인 부착에 의한 인발하중

Pm은 식 (1)과 (2)를 사용하여 각각 계산되었다. 이 연구

에서는 표면 1에 작용하는 풀림압력 P가 삼각형으로 분

포한다고 가정하였고, 사용된 보강섬유의 단면 모양은

Fig.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직사각형 단면이다. 이 모델

에서는 보강섬유의 인발시 섬유 주위의 매트릭스 터널에

서의 손상과 파괴는 없는 것으로 가정되었다.
10,11)

 

Fig. 1 Stress distribution on the surface of T- fiber during

pullout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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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3)

(4)

(5)

여기서 τus는 마찰에 의한 인발 인장응력과 밀접한 관계

에 있는 보강섬유의 비틀림 강도, PL은 T- 섬유의 비틀

림에 의해 생성된 리브의 간격, Le는 보강섬유의 묻힘

길이, , 그리고 ∆는 보강섬유

의 미끄럼 양이다. 또한 Sc1은 a이고, Sc2는 b이며, x

는 Fig.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정의된다. 

3. 비틀림 강섬유의 인발거동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들에 대한 해석적 조사

T- 섬유의 여러 인자들이 풀아웃-슬립 거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험적 연구가 Sujivorakul
11)
에 의해서 수행

된 바 있다. 하지만, 적용된 모르타르 매트릭스의 특성

에 따라 다른 계면특성을 유발하므로, 모르타르의 배합

이 조금 달라질 때마다 다른 인발거동을 보일 것이다.

이렇게 매번 다른 매트릭스 배합에 대한 실험적인 연구

를 통하여 T- 섬유의 단면모양과 비틀림 횟수 등의 형상

설계를 수행하는 것은 사실상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주어진 모르타르 매트릭스에 적

합한 T- 섬유의 형상 설계를 위해, 여러 섬유의 인자들

이 인발거동에 미치는 영향을 T- 섬유의 미세역학적 인

발 모델을 이용하여 해석적으로 조사하였다. 

보강섬유의 크기, 단면형상, 강도 그리고 비틀림 횟수

의 영향을 각각 평가하기 이전에, T- 섬유의 인발시 그 총

인발저항력을 구성하는 마찰에 의한 인발저항력 Pf와 역

학적인 부착에 의한 인발저항력 Pm이 미끄럼 량이 1 mm

부터 14 mm까지 변화하면서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위 인

발 모델을 사용하여 평가하였으며 Fig. 3에 나타내었다.

인발모델을 이용한 해석적 조사에 이용된 섬유인자들

의 값들은 Fig. 3과 같다. 이 해석적 연구에서 T- 섬유가

매립된 시멘트 매트릭스의 압축강도가 56 MPa로 가정되

었고, 이에 따라 섬유의 매트릭스 사이 경계면에서의 마

찰에 의한 부착강도 τf는 2.5 MPa, 그리고 마찰계수 µ는

0.5로 가정되었다. 해석에 사용된 T- 섬유의 직경은 0.3 mm,

묻힘 길이는 15 mm, 단면모양은 장변과 단변의 길이 비

가 1.2인 직사각형, 비틀림 횟수는 12ribs/30 mm가 사용되

었다. 마지막으로, 섬유의 강도는 2,450 MPa이 사용되었다.

Fig. 3에 나타나 있듯이, T- 섬유의 역학적인 부착에 의

한 인발저항력이 마찰에 의한 인발저항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미끄럼 양이 증가함에 따라 마

찰에 의한 인발저항력 Pf는 선형적으로 감소하는데 반해,

역학적 부착에 기인한 인발저항력 Pm은 오히려 증가하

고 있다. 보강섬유가 끊어지지 않고 뽑힘파괴 양상을 유

지하여 많은 양의 인발에너지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역학

적 부착에 기인한 인발저항력 Pm이 잘 조절되어야 한다. 

 

3.1 T- 섬유의 여러 인자들이 풀아웃-슬립 곡선에 미치

는 영향

T- 섬유의 크기, 단면모양 그리고 강도가 풀아웃-슬립

곡선에 어떠한 영향에 대하여 간략하게 조사되었다. 우

선, 등가직경이 변화함에 따라 풀아웃-슬립 곡선이 어떻

게 변화하는지 해석적으로 조사하였다. 각각 다른 크기

Pf 2τf a b+( ) Le ∆–( ) 1
1

θ a/2( ) µ θ a/2( )cos–sin[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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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δ+( )Tus

1 b/a( )3+( )Sc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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θ Sc1( )cos µ θ Sc1( )sin+

θsin Sc1( ) µ θ Sc1( )co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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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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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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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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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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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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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Cross sectional shape and torsional pressure distribution

of T- fiber
11)

Fig. 3 Components of pullout resistance during T- fiber pull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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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섬유의 인발저항성을 공정하게 평가하기 위하여 인발

하중-미끄럼 곡선 대신, 인발응력-미끄럼 곡선를 이용하

여 등각직경의 크기에 따른 영향을 Fig. 4에 나타내었다. 

직경의 크기에 관계없이 모든 T- 섬유가 미끄러짐 경

화현상을 보이고 있으나, T- 섬유의 직경이 감소함에 따

라 미끄럼 능력(인발하중이 최대치에 도달한 후 급격히

인발저항능력을 상실하기 시작할 때의 미끄럼 양)이 뚜

렷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Fig. 4). 직경이 큰 T-

섬유가 작은 직경의 섬유보다 높은 역학적 인발응력을

보인다. 하지만, 직경이 0.4 mm와 0.5 mm의 직경을 가지

는 T- 섬유의 경우 미끄럼 양이 묻힘길이에 도달하기 전

보강섬유가 파단되었다. 이에 반해, 0.2 mm와 0.3 mm 직

경의 T- 섬유는 섬유의 파단을 보이지 않고 뽑힘 거동을

유지하며 많은 인발에너지를 생성하였다. 따라서, 해석의

대상인 56 MPa 정도의 압축강도를 가지는 시멘트 매트

릭스에서는 0.2 mm나 0.3 mm와 같이 작은 크기의 직경

을 가지는 T- 섬유의 사용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단면비(직사각형 단면의 장변과 단변의 비, b/a)에 따른

영향도 조사되었다. 직사각형 단면의 단면비를 1.0, 1.2,

1.6 그리고 2.0으로 변화하여 그에 따른 영향을 살펴본 결

과, 섬유의 단면적이 일정함에도 불구하고 단면 모양의

변화가 인발시 섬유에 생성되는 인발응력 크기에 매우 큰

영향을 준다는 사실이 해석적으로 재확인하였다(Fig. 5).

섬유가 매립되는 매트릭스의 특성(τf, µ, P)에 따라서

T- 섬유의 인발시 섬유의 파단없이 높은 인발 응력을 유

지할 수 있는 단면비를 해석적인 검토를 통하여 결정되

었다. 비틀림에 기인한 역학적인 부착강도가 너무 클 경

우 또는 역학적인 부착강도가 너무 낮아 섬유에 도입되

는 인발응력의 크기가 작을 경우에는 T- 섬유의 단면비

를 조절하여 섬유의 파단을 방지함과 동시에 보강섬유에

생성되는 인발응력을 증가하여 섬유의 재료이용률(인발

응력/섬유강도)을 향상시킬 수 있었다. 위의 해석적 조사

결과, 단면비가 1.2의 T- 섬유가 인발시 파단의 위험성이

낮으면서 높은 인발응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T- 섬유의 비틀림 강도 τus 역시 역비틀림 모멘트 저항

성의 크기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고강도의 재료

를 사용한 T- 섬유의 경우 더 높은 인발 응력을 발생하

였고, 그 해석 결과를 Fig. 6(a)에 나타내었다. 또한, T-

섬유의 재료이용률(인발응력/섬유강도)을 이용하여 섬유

의 강도가 미치는 영향을 비교하여 Fig. 6(b)에 나타내었

다. 해석에 사용된 섬유의 강도는 1,500 MPa, 2,000 MPa,

그리고 2,450 MPa가 사용되었다.

Fig. 4 Analytical investigation: Influence of fiber diameter

Fig. 5 Analytical investigation: Influence of cross sectional

shape Fig. 6 Analytical investigation: Influence of fiber streng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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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강도 T- 섬유의 경우 고강도 T- 섬유와 비교하여, 낮

은 인발응력을 보이고 있지만, 섬유의 재료이용률 면에서

는 저강도 T- 섬유가 우수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저강도 T- 섬유를 사용할 경우 낮은 인발응력의 생성으

로 인해 결과적으로 낮은 크기의 인발에너지와 등가부착

강도를 가지게 되어 전체 인장거동에는 불리한 영향을 초

래하게 된다. 또한 높은 섬유의 재료이용률로 인하여 인

발시 섬유가 파단될 가능성이 더 크다(Fig. 6(b)). 따라서,

T- 섬유의 강도 또한 사용되는 매트릭스의 특성에 따라서

잘 선택되어야 하며, 56 MPa 강도의 모르타르 매트릭스

에는 2,450 MPa 강도의 섬유가 적당하다고 판단된다.

3.2 T- 섬유의 비틀림 횟수가 풀아웃-슬립 곡선에 미치

는 영향

비틀림 횟수가 T- 섬유의 인발 거동에 미치는 영향을

해석적으로 조사하여 Fig. 7에 나타내었다. 이 해석적 연

구에서 조사된 비틀림 횟수는 6ribs/30 mm, 12ribs/30 mm,

18ribs/30 mm, 그리고 24ribs/30 mm이다. 해석에 사용한

다른 섬유인자들의 값들은 Fig. 7에 자세히 나타내었다

(직경 : 0.3 mm, 강도 : 2,450 MPa, 그리고 단면비 : 1.2). Fig.

7에 나타난 바와 같이 비틀림 횟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T-

섬유의 인발응력이 상당히 증가하였다. 미끄럼 양이 1 mm

일때, T- 섬유에 발생한 인발응력(pullout stress)의 크기

는 각각 비틀림 횟수가 6ribs/30 mm인 경우 1,670 MPa,

12ribs/30 mm인 경우 1,814 MPa, 18ribs/30 mm인 경우

1,966 MPa, 그리고 24ribs/30 mm의 경우 2,128 MPa을 나타

내고 있어 비틀림 횟수에 따라서 유발되는 인발응력에 상

당한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해석적으로 확인하였다.

그와 더불어, 비틀림 횟수가 높은 T- 섬유의 경우, 미

끄럼 양이 증가함에 따라서 증가되는 인발응력의 증가정

도가 높다는 사실도 확인하였다. 하지만, Fig. 7에 나타

난 바와 같이 비틀림 횟수가 너무 많은 경우, 즉 18ribs/

30 mm와 24ribs/30 mm, T- 섬유가 인발시 파단되는 결과

를 초래한다는 것을 Fig. 7에서 나타내었다. 작은 비틀림

횟수(6ribs/30mm와 12ribs/30 mm)를 가지는 T- 섬유의 경

우 인발응력의 크기는 다소 작지만 섬유의 파단없이 인

발거동을 유지함으로써 훨씬 큰 인발에너지를 생성하고

있다. 이와 같이 T- 섬유의 비틀림 횟수를 조절함으로써

인발에너지를 증가시킬 수 있었다. 

4. 비틀림 횟수 영향에 대한 실험적 조사

비틀림 횟수가 T- 섬유를 사용한 HPFRCC의 거동에

미치는 영향을 실험을 통하여 조사하였다. 하나의 섬유

를 시멘트 매트릭스에 묻은 뒤에 인발하는 단섬유 인발

시험과 인장시험을 통하여 그 영향을 조사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T- 섬유의 제원은 단면은 장변과 단변

의 비가 1.2인 직사각형이고, 길이는 30 mm, 그리고 등

가직경은 0.3 mm인 T- 섬유를 대상으로 하였다. 비틀림

횟수는 18ribs/30mm와 6ribs/30mm를 가지는 두가지 종

류의 T- 섬유들이 실험에 사용되었다. 우선 비틀림 횟수

가 많은 T(H)- 섬유는 섬유의 종방향 길이 방향으로

18ribs/30 mm의 비틀림 횟수를 가지고 있고, 비틀림 횟

수가 적은 T(L)- 섬유는 6ribs/30 mm의 비틀림 횟수를 가

지고 있다. 이 두 가지 종류의 T(H)- 섬유와 T(L)- 섬유

가 보강섬유의 인발시험 뿐만 아니라 인장시험에도 사용

되어 그에 따른 영향이 조사되었다. 

이 실험에서 조사된 비틀림 횟수는 6ribs/30 mm와

18ribs/30 mm이며, 해석적인 인발거동 조사에서 이 두 종

류의 T- 섬유가 매우 다른 인발거동(인발과 섬유파단)을

보이고 있어 실험을 통하여 그 영향을 평가하고 미세역

학적 인발 모델을 사용한 결과(Fig. 7)와 비교하였다. 섬

유의 인발시 풀아웃-슬립 곡선의 모양에 비틀림 횟수가

미치는 영향이 Fig. 8에 나타나 있다. 높은 비틀림 횟수

를 가지는 T(H)- 섬유는 인발시 미끄럼이 6~7 mm에 도

달할 때, 섬유가 파단한데 비해, 낮은 비틀림 횟수를 가

지는 T(L)- 섬유의 경우 인발시 섬유의 파단이 없이 뽑

힘거동을 유지하는 실험 결과를 보이고 있다. Fig. 8의

실험에 의한 결과는 Fig. 7의 해석적으로 산정한 결과와

도 매우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Table 1에 사용된 T- 섬유의 제원에 대한 정보를 나타

내었고, Table 2에 실험에 사용된 시멘트 매트릭스의 배

합비와 압축강도를 함께 나타내었다. 사용된 시멘트 매

트릭스의 압축강도는 56 MPa이고 보강섬유는 부피비로

2%를 인장시험체에 혼입하였다. 유압식 변위제어방식의

(MTS810) 시험 장치를 사용하여 섬유의 인발시험과 인

장시험을 모두 0.01778 mm/sec의 변위 속도로 시험을 수

행하였다. 각 인발시험과 인장시험에 대한 시험체 제작

과정과 실험방법과 절차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기존의

문헌에 보고된 바 있다.
7,8)

 

4.1 비틀림 횟수가 섬유의 인발거동에 미치는 영향

비틀림 횟수가 다른 T(H)- 와 T(L)- 섬유의 인발하중Fig. 7 Analytical investigation: Influence of number of ri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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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력)과 미끄럼 선도를 Fig. 8(a)와 Fig. 8(b)에 각각 나

타내었다. 섬유의 인발거동을 상세히 표현할 수 있는 여

러 인발 거동 인자들, 즉 미끄럼 능력(slip capacity), 최

대 인발응력, 인발에너지, 그리고 등가부착강도를 각 실

험 결과로부터 산정하여 Table 3에 정리하여 나타내었다.

등가부착강도는 아래의 식 (6)을 사용하여 산정하였다.
9)

(6)

여기서 τeq는 등가부착강도, Lf는 보강섬유의 길이, df는

보강섬유의 직경, 그리고, pullout energy는 풀아웃-슬립

곡선의 아래 부분 면적으로 산정되었다. 위의 식 (6)에서

시멘트 매트릭스에 매립된 섬유의 묻힘길이는 총 보강섬

유길이의 반이고, 보강섬유와 매트릭스 사이 계면에서의

부착강도는 일정하다고 가정되었다. 

Fig. 8과 Table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동일한 시멘트

매트릭스에서 T(L)- 섬유는 최대 2,239 MPa의 인발응력

을 보이고 있는 반면, T(H)- 섬유는 최대 2,566 MPa의

인발응력을 보이고 있다. 이 실험값은 Fig. 7에 보이는

T- 섬유에 대한 미세역학적 모델을 사용하여 해석적으로

산정한 값과 매우 잘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대부분

의 T(H)- 섬유가 인발시험시 미끄럼 량이 5.5~7.5 mm 사

이에 도달했을 때 섬유의 파단을 보이고 있는데, 그 실

험 결과 역시 해석적으로 조사한 결과(Fig. 7 참조)와 매

우 잘 일치하고 있다.

비록 T(L)- 섬유가 T(H)- 섬유에 비해 낮은 크기의 인

발응력을 보이고 있지만, 더 높은 인발에너지를 생성하

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이유는 T(H)- 섬

유의 인발시 높은 비틀림 횟수로 인하여 비틀림에 의한

역학적인 부착강도가 너무 커지게 되어 보강섬유의 인발

대신에 섬유의 파단을 초래하였고 그로 인하여 총 인발

에너지가 감소되었다. Fig. 8에 나타난 인발하중과 미끄

러짐 선도의 면적으로 총 인발에너지를 산정하였고, 식

(6)을 사용하여 등가부착강도를 산정하였다.

최대인발하중에서 미끄럼 양, 즉 미끄럼 능력에 대하

여 비교해보면, T(L)- 섬유의 경우 미끄럼 양이 13.7 mm

(묻힘길이의 90%)인데 비해, T(H)- 섬유의 경우 인발도

중에 섬유의 파단으로 인해 미끄럼 능력이 8.2 mm (묻

힘길이의 55%)에 불과하였다. 비틀림 횟수가 낮은 T(L)-

섬유가 T(H)- 섬유에 비해 67% 정도 높은 미끄럼 능력

을 보여주었다. 

두 섬유의 인발시험시 생성된 인발에너지의 양을 비교

하여 보면, T(L)- 섬유는 평균 1,533 N-mm의 인발에너지

를 생성한 반면, T(H)- 섬유는 평균 1,160 N-mm의 인발

에너지를 생성하였다. 단지 비틀림 횟수를 조금 다르게

한 결과 T(L)- 섬유가 T(H)- 섬유보다 33% 높은 인발에

너지를 생성하였다.

총 인발에너지으로부터 산정한 등가부착강도는 T(L)-

섬유의 경우 14.5 MPa로 T(H)- 섬유의 등가부착강도 10.9

MPa 보다 33% 높게 산정되었다.

T(H)- 섬유와 비교하여 높은 등가부착강도를 가지는

T(L)- 섬유가 인장시험에서도 우수한 성능을 보일 것으

로 예상되었다.

4.2 비틀림 횟수가 T- 섬유를 사용한 HPFRCC의 인장

거동에 미치는 영향

우선 HPFRCC의 인장거동을 표현하는 여러 인장거동

인자들에 대해 아래에 간략히 설명하였다. 우선 탄성거
τeq

8 Pullout  Energy×

π df× Lf

2×
---------------------------------------------------=

Fig. 8 Experimental investigation: Influence of twist ratio on

fiber pullout behavior

Table 1 Properties of T- fiber

Diameter

(mm)

Length

(mm)

Density

(g/cc)

Tensile 

strength (MPa)

Elastic modulus

(GPa)

0.3* 30 7.9 2,450** 200

* Equivalent diameter

**Tensile strength of the fiber after twisting

Table 2 Composition of cement matrix mixtures by weight ratio

and compressive strength

Cement

(typeIII)

Fly ash

(typeC)
Sand

Super

plasticizer
VMA* Water

Strength

(MPa)

1.00 0.15 1.00 0.009 0.006 0.35 56

*Viscosity modifying ag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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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한계점 이후 첫 번째 미세 균열이 시험체의 일부

분에서 생성되고 시작하는데, 이 점을 균열시작점(crack

initiation point)이라고 Fig. 9에 정의하였다. 이 점에서는

인장하중 하에서의 균열이 처음 생성되기 시작하고 그

균열의 생성으로 인하여 비선형 거동이 시작되고 있다.

그 이후 하중이 더욱 증가함에 따라, 생성된 균열은 시

험부재의 전체 단면을 관통하는 관통균열(through crack)

로 성장하고 그때의 인장응력을 초기균열강도(first cracking

strength)라 한다. 이 두 점에 대하여 Fig. 9(a)에 자세히

묘사되어 있다. 초기 균열강도(first cracking strength) 이

후 최대 응력 점인 최종 균열강도(post cracking strength)

가 Fig. 9(b)에 표시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최종 균열강

도 이후 그 인장응력이 최종 균열강도의 95%가 되는 처

음 지점에서의 변형률을 변형능력(strain capacity)이라고

정의하였다. 그 이유는 최종 균열강도 이후에도 다신 저

항 응력이 줄어들었다가 다시 상승하는 경우가 있어 인

장강도의 기울기가 부로 되는 지점에서의 변형률로 변형

능력을 정의 하기는 다소 실험 결과의 분석에 혼돈을 일

으킬 소지가 있어서이다.

비틀림 횟수가 다른 T(H)- 섬유와 T(L)- 섬유를 각각

사용한 경우의 인장시험 결과를 Fig. 10에 나타내었다.

덤벨모양의 인장시험체를 사용하고 인장시험시 양단의

경계조건이 회전을 허용하는 힌지 조건인 인장시험방법

을 사용하여 T- 섬유에 도입되는 비틀림 횟수가 전체 인

장거동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앞서의 보강섬유 인

발 시험에서와 같이 각각 다른 비틀림 횟수를 가진 T(H)-

섬유와 T(L)- 섬유를 부피비로 2%씩 사용하여 인장시험

을 수행하였다. 인장시험으로부터 얻어진 인장응력-변형

률 선도와 다수의 미세균열거동이 Fig. 10에 나와 있다.

이러한 인장거동을 잘 표현해주는 여러 인장거동 인자들

에 대한 평균값들이 Table 4에 정리되어 있다. 

T(H)- 섬유와 T(L)- 섬유가 모두 인장 시험시 변형경

화 현상(strain hardening)을 나타내었고 있고 이와 동시

에 다수의 미세균열을 동반하였다(Fig. 10). 이 미세균열

들은 인장시험 부재의 전반에 걸쳐서 잘 분포되어 있었

다. 두가지 종류의 T- 섬유가 모두 변형경화 현상을 보

였지만, 두가지 T- 섬유의 사용으로 인한 HPFRCC의 변

형능력(strain capacity)의 차이를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T(H)- 섬유를 사용한 HPFRCC의 경우 0.538%의 변형

능력을 보이고 있는 반면, T(L)- 섬유를 사용한 HPFRCC

의 경우 0.768%의 변형능력을 보이고 있다. T(L)- 섬유

를 사용한 HPFRCC의 변형능력이 T(H)- 섬유의 변형능

력에 비해 43% 정도가 우수하다(Table 4 참조).

미세균열의 개수에서도 확연히 비틀림 횟수에 따른 차

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T(L)- 섬유를 사용한 HPFRCC

는 55개의 미세균열을 보이고 있는데 반해 T(H)- 섬유는

Table 3 Influence of number of twist on pullout parameters of T- fiber

Number of twist Specimens
Slip at max.

pullout load (mm)

Max. pullout load

(N)

Max. pullout stress

(MPa)

Pullout energy

(N-mm)
τeq (MPa)

6ribs

/

30mm

SP1 13.9 160 2264 1454 13.7 

SP2 13.5 156 2213 1610 15.2 

SP3 13.7 158 2241 1534 14.5 

Ave. 13.7 158 2239 1533 14.5 

18ribs

/

30mm

SP1 5.5 176 2490 801 7.6 

SP2 9.7 191 2705 1136 10.7 

SP3 7.5 183 2582 1154 10.9 

SP4 5.5 186 2631 794 7.5 

SP5 12.8 171 2422 1918 18.1 

Ave. 8.2 181 2566 1160 10.9 

Fig. 9 Typical tensile behavior of HPFR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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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개의 미세균열을 보이고 있다(Table 4 참조). 평균 균

열 폭을 살펴보면, T(L)- 섬유의 경우 18 µm이고 T(H)-

섬유의 경우 17 µm의 평균 균열 폭을 나타내고 있어 매

우 미세하게 균열 폭을 제어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

였고, 비틀림 횟수가 다른 두 보강섬유 모두 우수한 균

열 폭의 제어 능력을 나타내고 있다. 비틀림 횟수를 줄

임으로써, 균열 폭 제어 능력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

고, 전체 균열의 개수가 증가되어 인장시험체의 변형능

력이 증가하였다.

HPFRCC의 인장하중 하에서의 균열거동은 하나의 섬

유를 인발 시에 요구되는 총 인발 에너지와 밀접한 관

계를 가지고 있다.
9)
 인발에너지의 크기가 클수록 등가부

착강도 τeq의 크기가 커지고, 그로 인해 균열의 간격과

폭이 줄어든다. 균열의 간격은 아래의 식 (7)을 사용하여

계산할 수 있다.

균열의 평균 간격
9,12)

 :

(7)

여기서 τeq는 등가부착강도, Nf는 보강섬유의 개수, df는

보강섬유의 직경, p는 전체 섬유의 둘레길이, Am은 매트

릭스 단면적, σmu는 매트릭스의 인장강도, 그리고, λ는

최소 균열 간격과 최대 균열 간격사이의 범위 사이의 계

수이며 1에서 2사이의 값이다.

식 (7)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균열의 평균 간격은 등

가부착강도와 역의 관계에 있어 인발시험을 통해 얻어진

등가부착강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균열의 평균 간격이 감

소하게 된다. 두 다른 비틀림 횟수를 가진 T- 섬유를 사

용한 위의 실험 결과로부터 섬유 인발거동과 HPFRCC

의 인장거동 사이의 상관관계를 다시 재확인할 수 있었다.

Figs. 8, 10, 그리고 Table 4에 나타난 바와 같이, 비틀

림 횟수가 섬유의 인발거동에 미치는 영향이 각각의 섬

유를 사용한 HPFRCC의 인장거동에도 그 영향이 전달

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 실험 결과로부터 T- 섬유의 형

상을 최적화하여 T- 섬유를 사용한 HPFRCC의 전반적인

인장거동향상을 가져올 수 있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이 연구에서는 T- 비틀림 횟수가 섬유의 인발거동에

미치는 영향이 해석적으로 평가되었고, 섬유의 인발시험

과 인장시험을 통하여 실험적으로도 조사되었다. 해석적

평가에서는 미세역학적 인발 모델이 사용되었고, 이 모

Lav∆ λ
Amσmu

pτeq

---------------- λ
Amσmu

Nf πdf( )τe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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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10 Experimental investigation: Influence of number of

twist on tensile behavior

Table 4 Influence of the number of twist on tensile behavior of HPFRCC

Number of twist Specimen
Crack initiation

strength (MPa)

First cracking

strength (MPa)

Post cracking

strength (MPa)

Strain capacity

(%)

No. of

crack (EA)

Crack width

(µm)

6ribs / 30mm

SP1 3.105 5.327 8.625 0.773 52 17 

SP2 2.208 5.513 9.025 0.762 58 19 

Ave. 2.657 5.420 8.825 0.768 55 18 

18ribs / 30mm

SP1 2.456 5.596 8.190 0.638 50 19 

SP2 1.753 5.106 8.970 0.544 45 18 

SP3 2.898 5.410 9.122 0.433 47 15 

Ave. 2.369 5.371 8.761 0.538 4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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델을 사용하여 예측한 인발거동은 실험을 통하여 얻은

결과와 매우 잘 일치하였다. 해석적 그리고 실험적 연구

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단섬유의 인발시험 결과, 56 MPa의 압축강도를 갖

는 시멘트 매트릭스에서 T(L)- 섬유(6ribs/30mm)가

T(H)- 섬유(18ribs/30mm)보다 33% 높은 인발에너지

를 생성하였고, 67% 높은 미끄럼 능력을 보여주었다.

2) T(L)- 그리고 T(H)- 섬유 모두 인장시험에서 다수의 미

세균열을 동반하는 우수한 변형경화 거동을 보여주었다.

3) 비틀림 횟수가 작은 T(L)- 섬유를 사용한 HPFRCC

는 T(H)- 섬유를 사용한 경우와 비교하여 43% 정

도 우수한 변형능력을 보여주었고, 미세균열의 개

수에서도 17% 정도 많은 수의 균열을 생성하였다.

4) 하중전달 능력에서는 두 섬유 사이에 큰 차이를 확

인할 수 없지만, T(L)- 섬유의 경우 약간 높은 최종

인장강도를 나타내었다.

5) 단 섬유의 인발거동이 HPFRCC의 인장거동에 직접

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재확인되었다.

T- 섬유의 비틀림 횟수는 인발 그리고 인장거동 모두

에서 뚜렷한 영향을 나타내었다. 사용하는 시멘트 매트

릭스의 특성에 따라 비틀림 횟수를 조정하여 인발시 섬

유의 파단이 없이 높은 인발에너지를 생성하여 HPFRCC

의 인장거동을 향상시킬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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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이 연구는 비틀림 강섬유(T- 섬유) 의 비틀림 횟수가 인발거동과 T- 섬유를 사용한 고성능 섬유보강 시멘트

복합재료의 인장거동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T- 섬유의 여러 인자와 비틀림 횟수가 섬유의 인발거동에 미치는 영

향을 해석적으로 조사하고, 최대의 인발에너지를 생성할 수 있는 비틀림 횟수를 조사하였다. 이와 더불어 T- 섬유의 인

발시험과 인장시험을 수행하여, 비틀림 횟수가 고인성 섬유보강 시멘트 복합재료의 인장거동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

였다. 비틀림 횟수가 6ribs/30 mm인 T(L)- 섬유와 비틀림 횟수가 18ribs/30 mm인 T(H)- 섬유를 사용하였다. T(H)- 섬유

는 인발시험시 섬유의 파단되어, T(L)- 섬유보다 높은 인발응력을 유발했음에도 불구하고 낮은 총 인발에너지를 생성하

였다. 이러한 인발 시험서의 결과는 인장 거동에도 분명하게 반영되었다. T(L)- 섬유를 사용한 고인성 섬유보강 시멘트

복합재료의 경우, T(H)- 섬유의 사용시보다, 우수한 변형능력과 에너지 흡수능력, 그리고 미세균열 거동을 보였다. 

핵심용어 : 비틀림 강섬유, 고성능 섬유보강 시멘트 복합재료, 인발에너지, 비틀림 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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