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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the flexural test for reinforced high performance fiber reinforced cementitious composites (R/

HPFRCC) members has been conducted in order to investigate the flexural behavior including the effect of an ordinary

tensile reinforcing bar. Through the test, it was observed that the flexural strength increased due to the stable tensile stress

transfer of HPFRCC, even up to the ultimate state. In addition, no localized crack appeared until the yielding of the

reinforcement. From the layered section analysis of the tested members, it was found that the analysis with the tensile

model obtained from the tension stiffening test showed better agreement with the flexural test results, whereas the analysis

with direct tension test results overestimated the flexural capacity. Through the experimental and analytical studies, two

flexural failure modes have been defined in this paper; concrete crushing at the top compression layer or tensile failure at

the bottom tensile layer of the beam section. Based on these two flexural failure modes, a simple formula that estimates

the ultimate flexural strength of the member has been proposed in this paper. The proposed equations can be useful in a

design and an analysis of R/HPFRCC members.

Keywords : HPFRCC, tensile reinforcing bar, tension stiffening, ultimate flexural strength

1. 서 론

토목 및 건축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는 콘크리트는 압

축강도와 내구성이 높은 장점을 가지고 있으나, 일반적

으로 인장강도가 낮으며, 취성적인 단점을 가지고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콘크리트에 인장에 강한 섬유를

혼입하는 섬유 보강 콘크리트가 꾸준히 연구·사용되어

왔으며,
1)
 최근에는 균열 후 인장 거동을 향상시키는 동

시에, 균열을 억제하고 보다 높은 인장강도를 얻을 수

있는 고성능 섬유 보강 콘크리트(high performance fiber

reinforced cementitious composite; HPFRCC)에 대한 연

구가 진행되고 있다.
2-4)

한편, 철근을 포함하는 구조 부재에 일반 섬유 보강 콘

크리트를 적용하는 연구는 정적 거동 뿐만 아니라 피로

거동, 부착 특성 및 전단 거동 등 구조 부재 전반에 대

해 많은 연구가 수행되어 왔다.
5-8)

 HPFRCC에 대해서도

초고강도 강섬유 보강 철근콘크리트에 대한 휨 거동
9)
 연

구, 무근 ECC부재의 구조 적용 연구,
10)

 고인성 HPFRCC

에 대한 인장 강성 연구
11,12) 
등이 수행되어 왔다. 

고성능 섬유 보강 철근콘크리트(R/HPFRCC)의 휨 거

동에 대해서는 Maalej 등
13)
에 의해서 수행된 바 있으나,

주로 균열폭의 감소로 인한 내구성의 증가와 HPFRCC

로 인한 강도 증가 등에 대해 연구되는 등 HPFRCC 재

료의 철근과의 상호 작용이 휨 거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

한 연구는 아직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철근이 포함된 보 부재를 이용

한 실험을 통해 HPFRCC 재료의 철근과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R/HPFRCC 부재의 휨 거동을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단면 해석을 이용하여 휨 거동을 예측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R/HPFRCC 부재의 휨 강도를 산정하는 식을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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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험 연구

2.1 사용 재료 및 배합 설계

이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
14)
에서 사용되어 균열 분산

성능이 검증된 HPFRCC 배합들을 사용하였다. Table 1

은 사용된 배합비를 나타내고 있다.

배합에는 A사의 1종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와 폴리카

본산계의 액상 고성능 감수제가 사용되었다. 길이 8 mm,

직경 0.04 mm인 마이크로 PVA 섬유와 길이 30 mm, 직

경 0.66 mm인 매크로 PVA 섬유 등 총 2가지의 섬유가

사용되었고, 각 섬유의 물리적 특성을 Table 2에 나타내

었다. 잔골재는 평균 직경 0.125 mm이고 비중 2.65의 규

사가 사용되었다.

마이크로 섬유가 작은 폭의 균열을 보강하고, 매크로

섬유가 국부화 이후의 균열을 보강하는 하이브리드 섬유

보강 개념에 대해 연구하고자, 마이크로 섬유 2%를 기

본으로 소량의 매크로 섬유를 혼입하는 하이브리드 섬유

보강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Table 3은 사용된 섬유의 조

합을 나타내고 있다.

2.2 철근 보강 보 부재 실험

철근이 보강된 R/HPFRCC 부재의 휨 파괴를 유도하고

휨 거동을 측정하기 위하여 길이 1,450 mm, 높이 120 mm,

폭 100 mm의 거푸집에 직경 13 mm인 철근을 유효깊이

90 mm 위치에 매입하여 부재를 제작하였다. 철근은 이

전에 수행된 인장 강성 실험
14)
과 동일한 직경을 사용하

였으며, 사용된 철근비는 0.31%로서 HPFRCC의 인장 거

동을 고려하여 전단 파괴를 방지하고 휨 파괴를 유도하

도록 설계하였다. 사용된 철근의 항복강도는 516 MPa이다.

시험체의 치수 및 하중 재하 방법을 Fig. 1에 나타내

었다. 부재는 등 모멘트 구간이 유도되는 4점 재하 방식

을 사용하였으며, 변위 제어 방법을 사용하여 0.01 mm/sec

속도로 가력하였다. 부재의 변형률 및 곡률을 측정하기

위하여 지간 중앙 콘크리트 상단의 옆면에 변형률 게이

지를 부착하였고, 하단의 옆면에는 π형 변위계를 부착하

였다. 시험 부재들은 인장부 균열이 국부화되어 콘크리

트에 부착된 π형 변위계가 떨어져서 변형률 측정이 불

가능할 때까지 가력되었다.

3. 실험 결과 및 분석

3.1 보 부재의 휨 거동

측정된 R/HPFRCC 부재들의 휨 거동을 Fig. 2에 나타

Table 1 Matrix mixture proportions

Cement Fly-ash Water Silica sand

Weight (kg/m
3
) 723 434 398 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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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1 Specimen configuration and test setup

Fig. 2 Measured flexural behavi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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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었다. 그래프의 요철 부분은 균열 측정을 위해 하중

재하가 정지된 시점을 나타낸다. 모르타르의 기본 배합

비는 같으나, 섬유의 종류 및 혼입량이 다른 P1~P4 부

재를 대상으로 휨 거동 실험이 수행되었고, 부재의 상단

과 하단에 설치된 게이지를 통해 측정된 변형률과 가해

진 하중과의 관계를 Fig. 2(a)에 나타내었다. 음수로 표

시된 압축 변형률은 부재 단면의 상연에서 하연으로

10 mm 위치에 설치된 콘크리트 게이지의 값이며, 양수

로 표시된 인장 변형률은 철근이 매립된 위치에 해당하

는 콘크리트의 변형률이다. 또한 측정된 상·하연의 변형

률로부터 계산되어진 모멘트-곡률 관계를 Fig. 2(b)에 나

타내었다. Fig. 2(a) 및 (b)에서 보듯이 P3를 제외한 R/

HPFRCC 부재에서 이 연구에 사용된 배합간의 주목할

만한 성능 및 거동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사용

된 HPFRCC 배합들의 압축 거동이 유사하며, 철근 항복

범위내에서 인장 거동 또한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인 것

으로 추정된다.
14)

 다만, P3의 경우 타 부재에 비해 균열

이 고르게 분산되지 않았기 때문에, Fig. 2(a)에서 보듯

이 인장 변형률이 타 부재들에 비해 크게 측정되었으며,

이로 인해 Fig. 2(b)에서 보인 모멘트-곡률 관계에서 부

재의 강성이 타 부재에 비해 작게 나타났다.

한편, 초고강도 강섬유 보강 콘크리트
9)
와 비교 시, 철

근 보강 고인성 HPFRCC 부재는 철근 항복 이후 확연

한 거동 차이를 보였다. R/HPFRCC 부재의 경우 항복

이후 일반 철근콘크리트 보에서와 같이 처짐이 증가하더

라도 추가 하중 증가량이 작았으나, 초고강도 강섬유 보

강 콘크리트 부재에서는 철근 항복 이후 부재의 강성은

감소하지만 하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관찰되

었다.
9)
 이는 고인성 HPFRCC는 일반적으로 균열 후 응

력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특징
4)
을 보이는 반면, 고강도

HPFRCC는 균열 이후에도 응력이 증가하는 특징
9)
을 보

이는 등, 두 섬유 보강 콘크리트 재료의 균열 후 인장

거동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된다.

3.2 균열 및 파괴 양상

부재의 균열 및 파괴 양상을 파악하기 위하여 파괴 시

까지 하중을 가하여 각 하중 단계에 따른 균열 진전 양

상을 관측하였다. 대표적인 P1 부재에 대한 균열 진전

양상을 3개의 하중 단계에 따라 Fig. 3에 나타내었다.

Fig. 3에서 보듯이 초기 균열 단계에서 여러 개의 미

세 균열(micro crack)이 발생하였으며, 하중 증가에 따라

추가로 미세한 휨 균열이 발생하였고, 균열들이 상연으로

진전되었다. 변위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 최종적으로 균열

이 국부화되었으며, 균열폭은 국부화된 균열이 발생하기

전까지 큰 변화가 없었다. 특히 초기 균열 단계에서부터

철근 항복 시점에 이르기까지 균열폭의 변화가 거의 없

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P2 부재의 경우 파괴 시 최상

단 콘크리트의 압괴에 의한 파괴 양상이 관측되었다.

철근 항복 이후 배합에 따른 부재의 균열 양상을 Fig.

4에 나타내었다. 배합에 따라 균열 간격의 차이는 있으나,

전체적으로 여러 개의 미세한 균열들이 발생하는 것으로

관찰되었으며, R/HPFRCC가 사용된 철근 보강 휨 부재의

경우 철근 항복 시까지 균열이 국부화(localized)되지 않고

균열폭이 억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P3 부재의 경

우 균열의 분산 효과가 적은 것을 볼 수 있으며, 이로 인

해 Fig. 2(c)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다른 부재에 비해 모

멘트-곡률 거동이 다르게 나타난 것으로 사료된다.

Fig. 3 Crack patterns of P1 member

Fig. 4 Crack patterns of each member after yiel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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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가 혼입되지 않은 P0 부재는 등모멘트 구간 상단

에서의 압축파괴로 인해 최종적으로 파괴되었다. P2를

제외한 섬유가 혼입된 부재의 경우 HPFRCC 재료가 최

대강도 도달 이후에도 취성적으로 파괴되지는 않기 때문

에, 실험 과정에서 압축 파괴 현상을 명확하게 관찰할

수는 없었다. 이는 Fig. 2(a)에 나타난 압축 및 인장 변

형률로부터 단면의 최상단에서의 압축 변형률을 계산할

경우 콘크리트 압축 강도에 대한 변형률에 미치지 못하

는 결과와 일치한다.

4. 휨 거동 해석

4.1 재료 모델링

HPFRCC는 일반 콘크리트와 다른 응력-변형률 관계를

보이므로, 해석 및 설계를 하기 위해서는 HPFRCC의 재

료의 역학적 특성을 고려한 모델링이 필요하다.

4.1.1 HPFRCC의 압축 거동 모델

최대 응력값으로 정규화된 압축응력-변형률 곡선을 Fig.

5에 나타내었다.
14)

 사용된 HPFRCC 배합들은 그림에 나

타난 바와 같이 섬유의 혼입 비율에 관계없이 유사한 압

축 거동을 보였다.

측정된 응력-변형률 곡선의 형태는 일반 콘크리트에 특

징적으로 나타나는 2차 곡선의 형태보다는 오히려 선형

에 가까운 거동을 나타내었다. 따라서 다음의 식과 같이,

지수를 1.3으로 수정한 Hognestad model
16)

 형태의 식을

제안하여 사용하였다.

(1a)

(1b)

여기서, εc0= 0.005, εcu = 0.006, α = 1.3, β = 0.20으로, 최대

강도 이후의 극한강도는 80%로 가정하였다.

제안된 모델은 실제 측정된 압축 응력-변형률 곡선과

Fig. 5에 비교되었다. 그림에서 보듯이 제안된 모델은

HPFRCC의 압축 응력-변형률 거동을 잘 모사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변수별로 3개의 시편으로부터 측정된 압축

강도를 표준편차와 함께 Table 4에 나타내었다.

4.1.2 HPFRCC의 인장 거동 모델

사용된 재료들의 인장 거동은 직접 인장 실험을 통해

서 Fig. 6(a)와 같이 측정되었다. 시편의 모양은 이전의

연구 성과들
3,4)
을 참조하여, 중앙부 단면의 폭이 60 mm,

높이가 20 mm인 도그본(dog-bone) 형태의 시편으로, 시

편 양쪽에 변위계를 설치하여 부재의 변형률을 측정하였

고, 배합당 3개의 시편이 사용되었다.

한편, 철근이 포함된 인장 강성 실험을 통하여 철근에

의한 응력을 제거함으로써 철근이 배근된 부재에서의

HPFRCC의 인장 거동을 산정할 수 있으며, 변수별로 3개

의 시편으로부터 측정된 결과를 Fig. 6(b)에 나타내었다.
14)

Table 4에는 초기 균열 이후에서 균열 국부화 전까지 측

정된 평균 응력값을 비교하여 나타내었다. Fig. 6 및

Table 4에서 보듯이, 인장 강성 실험으로부터 유도된

HPFRCC의 인장강도는 직접 인장 시편에서보다 낮게 측

정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HPFRCC에서 발생하는 비

fc fc′ 2
εc

εc0

------⎝ ⎠
⎛ ⎞ εc

εc0

------⎝ ⎠
⎛ ⎞1.3–   for  0 εc εc0≤ ≤=

fc fc′ 1
β

εcu εc0–
------------------⎝ ⎠

⎛ ⎞– εc εc0–( )   for  εc0 εc εcu≤ ≤=

Table 4 Average strength of HPFRCCs (MPa)

Compression test

(standard

deviation)

Direct tension test

(DT)

(standard deviation)

Tension stiffening

test (TS) (standard

deviation)

P1 76.3 (5.23) 4.59 (1.04) 2.01 (0.35)

P2 66.8 (3.15) 4.56 (1.09) 1.97 (0.40)

P3 68.4 (0.54) 4.13 (0.35) 1.58 (0.31)

P4 68.1 (2.70) 3.87 (1.08) 1.31 (0.81)

*( ): standard deviation

Fig. 5 Compressive behavior of HPFRCC

Fig. 6 Estimated average tensile behavi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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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적 높은 건조수축과 철근의 구속 효과에 의한 것으로

서, 인장 강성 부재의 경우 매입된 철근이 건조수축에 의

한 콘크리트의 변형을 구속하여, 부재에 잔류 응력이 발

생하게 되며, 이는 실질적인 인장강도를 감소시키는 효과

가 있다. 이러한 건조수축에 의한 인장강도 저하 효과는

HPFRCC의 고유 특성인 변형률 강화 거동(strain hardening

behavior)으로 인해 균열이 추가적으로 계속 발생하는 높

은 인장 변형률 하에서도 지속적으로 나타나게 된다.
14)

해석을 위한 인장 거동 모델은 측정된 인장 응력-변형

률 관계를 Fig. 6(c)에 보인 것과 같이 탄성-소성(elasto-

plastic) 관계로 단순화하여 사용하였으며, 국부화된 균열

발생 이후, 0.003의 변형률이 증가하여 항복강도의 30%

까지 응력이 감소한 후 파괴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직

접 인장 실험에서 균열 국부화 이후 부재 파괴시의 인

장 거동을 완전히 측정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국부화 이

후 재료의 인장 거동을 보수적으로 단순화 하여 가정하

였다. 인장 강성 실험으로부터 유도된 인장 거동 곡선은

모르타르에 매입되지 않은 부분의 철근 파단으로 인해

제한된 범위의 결과만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직접 인

장 시험에서 측정된 극한 변형률을 해석에 사용하였다. 

 4.1.3 철근 모델

철근은 탄성-소성(elasto-plastic) 모델로 정의하였으며,

철근의 항복강도는 516 MPa이다.

4.2 휨 단면 해석

4.2.1 해석 방법

제안된 일축 압축 및 인장 모델을 이용하고, 주어진 변

형 적합 조건 하에서 힘의 평형을 고려하여 R/HPFRCC

보 부재의 휨에 대한 단면 해석(layered section analysis)

을 수행하였다. Bernoulli 보 이론에 따라 휨을 받기 전

에 평면인 단면은 변형된 후에도 평면이 유지된다는 기

본 가정을 이용하여 단면의 높이별 변형률의 변화를 직

선으로 모델링하였으며, 이에 따라 각 위치에서의 변형

률 분포와 그에 따른 콘크리트와 철근의 응력이 제안된

응력-변형률 관계식으로부터 계산되었다. 단면에서의 주

어진 변형 적합 조건 하에서 힘의 평형 관계가 성립 되

는 중립축의 위치를 반복 과정(iteration)을 통하여 계산하

여, 단면의 곡률 및 모멘트 등을 구하였다.
15,16)

4.2.2 해석 결과 및 실험 결과와의 비교

앞에서 제안된 두 가지의 인장 모델(직접 인장 모델,

인장 강성 모델)을 사용하여 R/HPFRCC 보의 휨 거동을

해석하였으며, 지간 중앙부에서의 모멘트-곡률 관계에 대

한 해석 결과와 실험 결과를 Fig. 7에 비교하였다. 그림

에서 보듯이, HPFRCC 부재들의 시험 결과는 인장강도

를 고려하지 않은 해석 결과와 비교하여 11~28%의 강도

향상 효과가 나타났다. 

해석 결과를 측정된 실험 결과와 비교할 경우, 직접 인

장 모델을 이용한 해석은 실제 R/HPFRCC의 휨 강도와

균열 이후 부재 강성을 과대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인장 강성 실험에서 유도된 인장 모델을 사용한 해석은

R/HPFRCC 부재의 휨 강도를 보다 정확히 예측하였으며,

P3 부재를 제외한 나머지 부재들의 휨 균열 이후 철근

항복까지 모멘트-곡률 곡선에서의 강성을 비교적 잘 예

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접 인장모델을 사용했을 경

우의 휨 강도가 인장 강성 모델을 사용한 경우보다 21~

23% 크게 예측되었다. 

Fig. 7 Comparison of moment-curvature relation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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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장 강성 모델을 적용한 해석의 경우 마이크로 섬유

만을 사용한 P1과 P2 부재의 경우 전반적인 실험 결과

를 상대적으로 정확하게 예측한 반면, 길이 30 mm의 매

크로 섬유를 포함한 P3 및 P4 부재에 대해서는 예측에

있어 어느 정도 편차를 보였다. 이는 부재의 단면 크기,

특히 철근 하부의 피복 두께가 매크로 섬유의 길이에 비

해 상대적으로 충분히 크지 않기 때문에, 섬유를 포함한

배합의 불균질성 등에 보다 큰 영향을 받았기 때문인 것

으로 추측된다.

Table 5에 항복 및 극한 휨 강도에 대한 실험값과 인

장 강성 모델을 이용한 해석 결과를 비교하였다. 표에서

보듯이 극한강도 및 항복강도 모두 비교적 정확히 예측

되었으며, 실험 부재에 대한 해석 오차는 항복강도 및

극한강도에 대해 각각 평균 4% 및 7%로 나타났다.

4.3 R/HPFRCC 휨 강도 산정식 제안

지금까지 인장 및 압축거동을 모델링하여 단면 해석을

통해 R/HPFRCC 부재의 휨 거동과 항복 및 극한 강도

를 예측하였으며, 실험 결과와의 비교를 통해 검증하였

다. 하지만, 이러한 단면 해석 방법은 수치 모델을 이용

하여 휨 거동을 비교적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것에

비해, 설계 단계에서 실용적으로 간단하게 적용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 이에, 이 논문에서는 R/HPFRCC

부재의 휨 강도를 직접 계산할 수 있는 수식을 제안하

였으며, 유도 과정 및 수식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4.3.1 압축 응력 블록 모델

실험에서 측정된 결과에 따르면, HPFRCC의 압축응력

-변형률 곡선의 형상은 일반 콘크리트와는 다르게 직선

에 가까운 형상을 보였다. 또한, Fig. 5에서 보듯이 압축

강도 이후 압축강도의 80%에 해당하는 압축 변형률이

압축강도 시의 압축 변형률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게 차

이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R/HPFRCC의 휨

강도를 보다 단순화하여 산정하기 위해서 삼각형 형태의

압축 응력-변형률 분포를 Fig. 8(c)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정하였다. 

4.3.2 인장 응력 블록 모델

철근이 항복된 상태를 가정하여 인장 블록의 형태를

가정하였다. HPFRCC의 인장 거동은 인장강도에 도달한

이후 소성에 가까운 거동을 보인다. 따라서, 철근의 항

복 이후 인장을 받는 HPFRCC 재료는 이미 인장강도에

도달한 것으로 고려될 수 있으며, 이 논문에서는 인장응

력을 받는 부분을 동일한 인장응력을 보이는 직사각형

모양으로 단순화하여 모델링하였다.

4.3.3 휨 파괴 기준

R/HPFRCC 부재에서의 휨 파괴의 기준은 크게 두 가

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로 일반 철근콘크리트 보와

같이 압축 연단에서의 콘크리트 압괴에 의해 휨파괴가

발생하는 것과 둘째로 인장 연단의 변형률이 HPFRCC

가 인장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최대 인장 변형률에 먼

저 도달하여 인장 파괴가 발생하는 것으로 휨파괴를 구

분할 수 있다. 전자의 경우 압축 연단의 변형률을

HPFRCC의 최대 압축강도 변형률로 가정하였고 그에 따

라 휨파괴 시의 압축 연단의 응력은 HPFRCC의 압축강

도가 되는 것으로 고려하였으며, 후자의 경우 Fig. 6(a)

에 나타난 직접 인장 실험 결과로부터 측정된 최대 인

장 변형률을 인장 파괴 기준으로 고려하였다.

4.3.4 휨 강도 계산

압축 연단에서의 콘크리트 압괴가 발생할 경우 가정된

압축·인장 블록 모델 및 단면내의 힘의 평형조건으로

부터 중립축의 깊이를 식 (2)를 이용하여 계산할 수 있다.

(2)

여기서, fcu와 ft는 각각 HPFRCC의 압축강도와 인장강도,

b 와 h는 부재의 폭과 깊이, 그리고 As와 fy는 철근의 단

면적과 항복강도, c는 압축 연단으로부터 중립축까지의

거리를 나타낸다.

계산된 중립축 깊이로부터 철근이 포함된 부재의 압축

파괴를 동반한 공칭 휨 강도(Mn)를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3)

c
As fy ftbh+

0.5fcub ftb+
---------------------------=

Mn

1

3
---bc

2
fcu

1

2
---b h c–( )2ft d c–( )As fy+ +=Fig. 8 Strain and stress distributions at ultimate with concrete

crushing

Table 5 Experiment and layered sectional analysis results for

yield and maximum moment

Moment at yield

(kN-m)

Maximum moment

capacity (kN-m)

Test
Analysis

(TS)

Analysis

/test
Test

Analysis

(TS)

Analysis

/test

P1 6.36 6.19 0.97 7.11 6.71 0.94

P2 6.37 6.17 0.97 7.07 6.65 0.94

P3 5.97 5.97 1.00 6.16 6.35 1.03

P4 6.56 5.85 0.89 7.03 6.14 0.87



휨 철근이 배근된 HPFRCC 보 부재의 휨 거동│175

한편, 식 (2)와 단면 최상단에서의 압축 변형률로부터

단면 최하단의 인장 변형률을 구할 수 있으며, 계산된

인장 변형률이 HPFRCC가 인장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최대 인장 변형률, εtu보다 큰 경우 단면 하단에서의 인

장 파괴로 인해 휨 성능이 떨어지는 것으로 고려할 수

있다. 이 때 단면 최하단의 변형률을 εtu로 고정한 후 단

면내 힘의 평형 조건식을 중립축의 위치에 따른 2차 방

정식으로 다음과 같이 유도할 수 있다.

(4)

여기서, 은 압축강도 시의 압축 변형률을 나타낸다.

식 (4)로부터 중립축의 깊이를 계산할 수 있으며, 이로부

터 인장 파괴를 동반한 공칭 휨 강도(Mn)는 다음과 같이

계산되어진다.

(5)

식 (3) 및 (5)로부터 계산된 휨 강도를 실험 결과와 비

교하여 휨파괴 모드와 함께 Table 6에 나타내었다. 표에

서 보듯이 실제 실험으로부터 관측된 파괴 양상을 제안

된 식으로부터 잘 예측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제안식에 의해 예측된 휨 강도는 R/HPFRCC 보 부재의

실험 결과와 비교 시 평균 10.0%의 오차를 보였다. 실제

실험 결과에 대해 상대적으로 큰 오차를 보이는 것은 앞

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섬유 혼입에 따른 재료의 불확

실성 및 항복 이후 발생하는 철근의 변형 경화(stranin

hardening)에 의한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매크로 섬유가

가장 많이 함유된 P4 부재의 경우 제안된 식에 의해 휨

강도를 보수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볼 때, 부재의 크기에

비해 섬유의 길이가 비교적 클 경우 섬유 혼입에 따른

재료의 불확실성은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는 것으로 사

료된다. P4를 제외한 나머지 부재에서 휨 강도를 10%내

의 오차로 약간 과소평가하는 것으로 볼 때, 제안된 공

칭 휨 강도 식은 실제 R/HPFRCC부재의 휨 강도 설계

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5. 결 론

이 연구에서는 철근이 보강된 고인성 섬유 보강 시멘

트복합체(R/HPFRCC)의 보에 대한 휨 거동 실험과 해석

을 수행하였으며,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R/HPFRCC의 휨 실험을 통해 균열 및 파괴 양상을

고찰하였으며, 그 결과 HPFRCC는 초기 균열 이후

극한하중에 도달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인장에 저항

하였으며 동시에 균열폭을 효과적으로 제한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또한, 철근 항복 시점까지 균열이

국부화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재료 시험 단계에서는 배합에 따라 극한 변형률이

1~3% 정도 차이를 보였으나, R/HPFRCC의 휨 부재

시험에서는 배합에 관계없이 최대 하중까지 유사한

거동을 보였다. 이는 각 변수에 따른 배합들의 재

료적 인장 거동은 다르지만, 철근 항복 변형률 이

내에서는 거동이 유사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3) 철근이 보강된 HPFRCC 보 부재의 해석 시, 재료

자체에 대한 직접 인장 실험 결과보다 철근과의 상

호 작용을 고려한 인장 강성 실험 결과로부터 얻어

진 인장응력-변형률 관계를 이용할 경우 보다 정확

한 휨 거동을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이 논문에서 제안된 공칭 휨 강도식은 실험 결과와

비교하여 평균 10.0%의 오차로 최대 모멘트를 예측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논문에서 제안된 공칭

휨 강도 식은 R/HPFRCC 부재의 휨 강도 산정에

매우 유용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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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Prediction by numerical analysis and formula

Test Calculation

Calculation

/test

Max.

moment

(kN-m)

Failure

mode

Max.

moment

(kN-m)

Failure

m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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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 7.07 C.C. 6.53 C.C. 0.92

P3 6.16 T.F. 5.99 T.F. 0.97

P4 7.03 T.F. 5.65 T.F. 0.80

C.C.: failure with concrete crushing at the top, Eq. (3)

T.F.: tensile failure at the bottom, Eq.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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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이 논문에서는 철근의 효과를 고려한 고인성 섬유 보강 콘크리트의 휨 거동을 분석하기 위해 이에 대한 휨

실험을 수행하였다. 실험 결과, 부재의 파괴 시 까지 안정적인 인장 응력을 보여주는 HPFRCC로 인해 휨 강도가 증가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인장 철근이 항복할 때까지 균열이 국부화되지 않고 고르게 분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면 해석을 통해, 직접 인장 실험으로부터 측정된 인장강도를 이용하여 해석할 경우 R/HPFRCC의 휨 강도를 과대평

가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인장 강성 실험으로부터 도출된 인장강도를 이용하여 해석할 경우 실험 결과와 비교적 잘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험 및 이론적 연구를 바탕으로 이 논문에서는 휨 파괴 기준을 단면 상단에서의 콘크리트

압축파괴에 의한 것과 단면 하단부의 인장 파괴에 의한 것으로 구분하였다. 정의된 두 가지 휨 파괴 기준에 근거하여

이 논문에서는 극한 휨 강도를 산정할 수 있는 식을 제안하였으며, 제안된 식은 R/HPFRCC 부재의 설계 및 해석에 유

용할 것으로 사료된다.

핵심용어 :고인성 섬유 보강 콘크리트, 인장 철근, 인장 강성, 극한 휨 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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