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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order to predict the post-cracking tensile behavior of fiber reinforced concrete, it is necessary to evaluate the fiber 

orientation factor which indicates the number of fibers bridging a crack. For investigation of fiber orientation factor on a circular 

cross-section, in this paper, cylindrical steel fiber reinforced concrete specimens were casted with the variables of concrete 

compressive strength, circular cross-section size, fiber type, and fiber volumetric ratio. The specimens were cut perpendicularly to 

the casting direction so that the fiber orientation factor could be evaluated through counting the number of fibers on the circular 

cross-section. From the test results, it was investigated that the fiber orientation factor on a circular cross-section was lower than 0.5 

generally adopted, as fibers tended to be perpendicular to the casting direction. In addition, it was observed that the fiber orientation 

factor decreased with an increase of the number of fibers per unit cross-section area. For rational prediction of the fiber orientation 

factor on a circular section, a rigorous model and a simplified equation were derived through taking account of a possible fiber 

inclination angle considering the circular boundary surface. From the comparison of the measured data and the predicted values, it 

was found that the fiber orientation factor was well predicted by the proposed model. The test results and the proposed model can be 

useful for researches on structural behavior of steel fiber reinforced columns with a circular cross-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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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1)

균열 후 취성적인 인장 거동을 보이는 일반 콘크리트와 

달리, 섬유보강 콘크리트는 균열면에서의 섬유들의 인발 

거동으로 인해 균열 이후에도 연성적인 거동을 보이는 특

징이 있다. 이러한 장점을 토대로 여러 연구자들1-9)이 섬

유보강 콘크리트를 구조부재로서 활용하기 위한 이론 및 

실험적인 연구를 수행해 왔다. 이와 더불어, 섬유보강 콘크

리트의 인장 거동을 묘사하기 위해 여러 해석 모델들10-13)

이 개발되었으며, 최근에 기존의 해석 모델들의 한계를 

극복하여 직선형 강섬유 뿐만이 아닌 후크 타입 강섬유

를 함유한 콘크리트의 인장 거동을 묘사할 수 있는 

Diverse Embedment Model(DEM)14-16)이 개발되어, 섬유보

강 콘크리트의 인장 거동을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기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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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추어졌다.

현재까지 개발된 다수의 모델들에서 섬유에 의한 인장 

응력()은 식 (1)과 같이 섬유분포계수(fiber orientation 

factor, ), 섬유함유량 체적비(), 그리고 균열면에서의 

섬유의 평균 인장 응력()의 곱으로 계산되어진다.

  (1)

여기서, 섬유분포계수는 이론적으로 대상 구조물의 크기

가 무한한 경우 0.5로 계산되어지며, 섬유 길이에 따른 

대상 구조물의 크기에 따라 최대 1.0까지 증가하게 된

다.14-15,17) 따라서, 대부분의 실제 구조물에서는 섬유 길이

에 비해 상대적으로 구조물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섬유

분포계수로 0.5를 사용하여도 무방하다. 하지만, 개발된 

해석 모델 검증 및 구조 거동 파악을 위해 사용되어지는 

실험실 내의 시험체에서는 섬유 길이에 비해 시험체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시험체 내에서의 섬유

의 분포가 영향을 받게 되며, 그 결과 강섬유 길이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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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Notations for the test variables

Table 1 Mix proportion

W/B
Unit weight (kgf/m3)

W C SF S G AD

N 0.35 200 572 - 798 627 1.43

H 0.25 200 737 64 667 569 6.008

Table 2 Properties for end-hooked steel fibers

Fiber type
Length

(mm)

Diameter

(mm)

Tensile 

strength

(MPa)

Aspect 

ratio

F1 50 1.05 1000 47.6

F2 35 0.55 1100 63.6

F3 30 0.38 2300 78.9

Fig. 2 Cutting sections on cylindrical specimens

시험체 크기 효과를 고려하여 산정된 섬유분포계수를 사

용할 필요가 있다.

시험체의 크기 효과를 고려한 섬유분포계수에 대한 모

델은 일부 연구자들에 의해 이론적으로 개발되었으나 주

로 사각단면에 대해 모델들14-15,18)이 개발되었으며, 원형 

단면을 대상으로 하는 모델 개발은 미흡한 실정이다. 또

한, 기둥 부재와 같이 타설 방향이 균열면과 수직인 경우 

섬유분포계수가 일반적인 경우와 다르기 때문에19) 이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흐름이 발생하지 않는 일반 강

섬유보강 콘크리트를 대상으로, 압축강도 공시체 제작과 

동일한 과정을 거쳐 타설 방향이 원형단면과 수직인 시

험체를 제작하여 섬유분포계수에 대해 실험적으로 분석

하고자 한다. 또한, 이에 대한 이론 모델을 개발하고 실

험 결과와의 비교를 통해 검증하고자 한다.

2. 실험 개요

2.1 실험 변수 및 사용 재료

강섬유는 콘크리트 내에서 불규칙하게 분포하지만 시

험체 표면 경계부의 영향을 받게 되므로, 강섬유의 길이

와 시험체 단면 크기에 따라 섬유분포계수가 다르게 된

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강섬유보강 콘크리트 압축강

도, 강섬유 종류, 강섬유 혼입률, 그리고 시험체 원형단면 

크기를 변수로 하여, 원형단면을 갖는 강섬유보강 콘크

리트 시편을 제작하였다. 실험 변수에 따른 시험체에 대

한 상세 설명은 Fig. 1에, 강섬유를 제외한 두 가지 강도

에 대한 배합 설계는 Table 1에 나타내었다. 강섬유보강 

콘크리트 압축강도는 재령 28일에 N 시험체의 경우 평균 

45.0 MPa, H 시험체의 경우 평균 83.4 MPa로 측정되었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B사의 Dramix 제품 중 후크형태의 

강섬유를 체적비 0.5-2.0%로 사용하였으며, 이에 대한 제

원은 Table 2에 정리하였다.

2.2 시험체 제작 및 실험 방법

섬유분포계수는 콘크리트 내에 불규칙하게 분포하는 

강섬유가 임의의 면을 관통하는 확률로 정의할 수 있으

므로, 임의의 단면을 관통하고 있는 강섬유의 개수를 셈

으로써 얻을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원형단면 내에서의 

섬유분포계수를 확인하기 위해 원형공시체를 제작하였으

며, 섬유분포계수에 대한 시험체 크기의 영향을 확인하

기 위해 150×300 mm 및 100×200 mm 등 두 가지 크기

에 대해 시험체를 제작하였다. 이 때, 타설 경계면과 아

닌 곳에서의 섬유분포계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강섬유

보강 콘크리트를 2회 분할 타설함으로써 시험체를 제작

하였다. 섬유분포가 시험체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섬

유분포계수에 대한 합리적인 평균값을 산정하기 위해 

Fig. 1에 명기된 각 실험변수별로 작은 시험체와 큰 시험

체에 대해 각각 평균 6개 및 8개의 시험체가 제작되었다. 

제작된 시험체들은 Fig.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평방향

으로 3번 절단하였으며, 절단된 단면을 관통하는 강섬유

의 개수를 셈으로써 섬유분포계수를 산정하였다. 섬유분

포계수는 절단면 내 강섬유의 개수(), 절단면 단면적

(), 섬유 단면적() 및 섬유함유량 체적비()로부터 

아래와 같이 산정할 수 있다.17,1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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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Fiber orientation factor measured through 100×200 mm

specimens

Fig. 4 Fiber orientation factor measured through 150×300 mm

specimens

3. 실험 결과 및 분석

Fig. 3과 4는 실험으로부터 산정된 섬유분포계수를 강

섬유 혼입률에 따라 정리한 것이다. 단, NF2V1와 NF3V1

실험체의 경우 100×200 mm 시험체를 제작하지 않아 해

당 단면에 대해 섬유분포계수를 측정하지 못하였다. 또

한, 150×300 mm 시험체의 경우에는 압축강도실험이 끝

난 공시체를 절단하여 측정을 하였으나, 최대압축강도 

이후 발생한 균열이 매우 심각하여 단면 및 강섬유 손실

이 상대적으로 크게 발생한 시험체의 경우 실험 결과 정

리에서 제외하였다.

측정 결과 지름 100 mm 단면에 섬유길이가 가장 긴 

F1 강섬유가 사용된 경우 다른 변수들에 비해 경계면의 

영향을 크게 받아 가장 큰 섬유분포계수가 측정되었다. 

또한 대부분의 시험체에서 섬유분포계수가 0.5보다 작은 

값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짐 과정에서 타설면의 방향으

로 강섬유가 눕게 되는 경향 때문인 것으로 설명된다. 이

러한 실험 결과는, 타설방향이 절단면과 수직인 경우에 

대한 섬유분포계수가 타설방향이 절단면과 평행한 경우

에 대한 섬유분포계수보다 상당히 작게 나타난 선행 연

구 결과19)와 일치한다.

한편, 각각의 시험체 내에서 위, 중간, 아래의 절단면

에 대해 측정된 섬유분포계수를 비교한 결과, 대부분의 

시험체에서 중간 부분 절단면에 대한 섬유분포계수가 위 

및 아래 절단면에 대한 섬유분포계수보다 작게 나타났다. 

이는 시험체 제작 시 강섬유보강 콘크리트를 두 차례에 

걸쳐 반씩 채움을 실시한 것에 따른 영향인 것으로 설명

될 수 있다. 즉, 반 채움 후 다짐을 실시함에 따라 타설면

이 경계면으로 작용하여 강섬유가 표면을 따라 재배열되

는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에 위, 아래 절단면에 비해 중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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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Effect of round surface on fiber orientation - 2D

Fig. 6 Fiber orientation in a cylindrical member - 3D

부분 절단면에서 섬유분포계수가 다소 작게 나타나는 것

을 확인할 수 있다. 

4. 섬유분포계수 모델 개발 

4.1 원형단면에서의 섬유분포계수 모델 유도

섬유분포계수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단면 내에서 섬유

가 분포 가능한 범위를 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Fig. 5는 

반지름 인 2차원 원형 단면 내에서 단면 중심으로부터 

만큼 떨어진 곳에 위치한 섬유의 짧은 쪽 묻힘 길이가 

인 경우에 대해 섬유가 형성할 수 있는 각의 범위를 나

타내고 있다. 이 때 섬유가 형성할 수 있는 각의 상한값

과 하한값을 각각   및 이라 하면, 원형 단면 내부에

서의 삼각함수의 성질로부터 다음과 같은 식을 유도할 

수 있다.

sin
cos

  (3a)

sin
cos

  (3b)

실제 상황에서의 섬유는 3차원 공간에서 분포하게 되

므로, 위의 식들을 3차원에 대해 확장하여야 한다. Fig. 6

과 같이 3차원 공간에서 원기둥 형태의 경계를 고려한 

섬유가 형성할 수 있는 각의 범위를  및 로 정의하

면, 원형 단면으로부터 만큼 기울어진 섬유에 대해 다

음의 식을 유도할 수 있다.

sinsin
sinsin

  (4a)

sinsin
sinsin

  (4b)

위 식을  및 에 대해 다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sin 
sin





sin


(5a)

sin 
sin


 


sin


(5b)

앞의 식으로부터 유도된 섬유가 형성할 수 있는 각의 

범위 내에서 섬유가 형성하는 각에 대해 균일한 분포를 

가지고, 섬유의 짧은 쪽 묻힘 길이에 대해 균일한 분포를 

가지는 것으로 가정하면, 원형 단면 중심으로부터 만큼 

떨어진 곳에 위치한 곳에서의 섬유분포계수는 다음의 식

으로부터 구할 수 있다.

 














sin






cossin
 (6)

위 식은 원형 단면 내 특정 위치에서의 섬유분포계수

를 산정한 것으로서, 원형 단면 전체에 대한 섬유분포계

수는 다음의 식과 같이 평균값으로 구할 수 있다.

 


 

 




 (7)

4.2 원형단면에서의 섬유분포계수 단순 모델 개발

앞에서 유도된 섬유분포계수 모델은 수치적분으로 인

해 섬유분포계수를 손쉽게 계산할 수 없는 단점이 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인 구간에 대해 이차다항

식으로,  인 구간에 대해 쌍곡선으로 회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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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Comparison of the detailed model and the simplified

model for fiber orientation factor

Fig. 8 Effect of the number of fibers on fiber orientation factor

을 통해 다음과 같이 원형단면에서의 섬유분포계수에 대

한 단순 모델을 개발하였다.

 
for  ≤ (8a)

 
 for   (8b)

Fig. 7은 4.1절에서 유도된 식 (7)과 회귀분석을 통해 

개발된 단순 모델인 식 (8)을 비교한 것이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섬유분포계수에서 섬유 길이 및 원형단

면 크기의 영향에 대해 두 모델들 사이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주어진 원형단면에 대해 섬유

분포계수를 예측하는데 단순모델을 사용할 수 있는 것으

로 확인되었다.

4.3 타설 방향 및 섬유혼입률의 영향

한편, 단면 내 섬유의 분포는 타설 방향과 균열 단면이 

이루는 각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다. Gettu 외19)의 실

험 결과에 의하면, 타설 후 진동 다짐에 의해 섬유의 분

포가 영향을 받게 되며, 이에 따라 타설 방향이 균열면과 

수직인 경우에서 평행한 경우에 비해 섬유분포계수가 작

게 나타나게 된다. 또한, Stroeven13)의 연구에서는 단위 

면적 내 섬유의 개수가 증가할수록 섬유가 타설면과 평

행하게 분포할 확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섬

유혼입률이 높을수록 타설 방향에 수직한 단면에서의 섬

유분포계수가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

Fig. 8은 이 연구에서의 실험으로부터 측정된 섬유분포

계수를 식 (7)로부터 예측된 결과로 나눈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단위 면적당 섬유의 개

수가 증가할수록 실험 결과/예측값의 비율이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섬유분포계수 산정 시 타설 방

향 및 섬유혼입률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기 위해, 타설 방

향이 균열면과 수직인 경우에 대해 이론으로부터 유도된 

섬유분포계수 예측값을 줄일 수 있는 감소계수, 를 도

입하였다. 는 Fig. 8에 나타낸 결과로부터 회귀분석을 

통해 유도한 다음의 식으로부터 산정할 수 있다.

  (9)

여기서, 은 단위 면적당 섬유 개수로서, 식 (2)로부터 

유도된 다음의 식으로부터 구할 수 있다.








(10)

따라서, 타설 방향에 수직인 원형 단면 내에서의 섬유

분포계수는 식 (8)로부터 계산된 값에 를 곱함으로써 

구할 수 있다.

4.4 제안 모델의 비교 및 검증

지름 100 mm 및 150 mm를 지닌 원형 단면 내에서의 

섬유분포계수에 대해 식 (8) 및 (10)으로부터 섬유분포계

수를 예측한 후, 실험에서 측정된 섬유분포계수와 비교

한 결과를 Table 3에 정리하였다. 여기에서, Table 3은 섬

유혼입량에 따른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시편으로부터 측

정된 각각의 값들을 시험변수별로 평균하여 예측값과 비

교한 것이며, 타설 경계면을 의미하는 가운데 단면에서 

측정된 섬유분포계수는 비교에서 제외하였다. 표에서 비

교한 바와 같이, 제안된 모델은 실제의 섬유분포계수를 

비교적 잘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로부터 제안

된 모델이 섬유분포계수에서의 타설 방향 및 섬유혼입률

에 따른 영향을 잘 고려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Fig. 9는 측정된 섬유분포계수를 섬유 종류별로 분류하

여 평균한 값을 예측값과 비교 및 검토한 것이다. 또한, 

타설 방향 및 섬유혼입률의 영향을 고려하는 감소계수, 

의 고려 유무에 따른 영향도 함께 도시한 것으로서 흰

색 표식은 감소계수를 고려하지 않은 것을, 회색 표식은 

감소계수를 고려한 것을 각각 나타낸다. 그림에서 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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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omparison of the prediction and the measured 

data on fiber orientation factor

Specimen

size

Fiber

variables

Fiber orientation factor

Measured Prediction
Measured

/Prediction

100×200

F1V1 0.577 0.565 1.02

F1V2 0.544 0.535 1.02

F1V3 0.493 0.511 0.96

F1V4 0.512 0.492 1.04

Subtotal (F1) 1.04

F2V1 0.323 0.466 0.69

F2V3 0.418 0.390 1.07

F2V4 0.356 0.369 0.96

Subtotal (F2) 0.90

F3V1 0.260 0.408 0.64

F3V2 0.383 0.359 1.07

F3V3 0.373 0.330 1.13

F3V4 0.364 0.311 1.17

Subtotal (F3) 1.00

Total for 100×200 0.98

150×300

F2V1 0.388 0.445 0.87

F2V2 0.386 0.401 0.96

F2V3 0.335 0.374 0.90

F2V4 0.320 0.354 0.91

Subtotal (F2) 0.88

F3V1 0.300 0.394 0.76

F3V2 0.288 0.347 0.83

F3V3 0.255 0.319 0.80

F3V4 0.300 0.300 1.00

Subtotal (F3) 0.83

Total for 150×300 0.86

Fig. 9 Comparison of the prediction and the measured 

data on fiber orientation factor

바와 같이, 감소계수를 고려하지 않을 경우 섬유가 타설

면과 평행하게 분포할 확률이 증가하는 것을 고려하지 

못함에 따라 섬유분포계수가 실제보다 과도하게 예측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감소계수를 고려할 경

우 타설 방향에 수직인 원형단면에서의 섬유분포계수를 

잘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 결    론

이 연구에서는 타설 방향에 수직인 원형 단면에서의 

섬유분포계수에 대해 조사하기 위해 지름 100 mm 및 

150 mm를 지닌 원형 공시체를 제작 후 절단하여 원형 단

면 내에서의 섬유분포계수를 측정하였다. 섬유분포계수 

측정 결과, 섬유가 타설면에 평행하게 분포할 확률이 증

가함에 따라 섬유분포계수가 기존의 이론값인 0.5보다 

작게 나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단위 면적 당 분포하는 

섬유의 개수가 증가할수록 섬유분포계수가 감소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원형단면에서의 섬유분포계수를 

예측하기 위해 수치적분을 이용한 상세 모델 및 이를 단

순화한 식을 유도하였으며, 감소계수를 도입함으로써 타

설 방향 및 섬유혼입률에 대한 영향을 고려한 섬유분포

계수 모델을 제시하였다. 제안된 모델과 실험으로부터 

측정된 섬유분포계수를 비교한 결과, 예측값에 대한 측

정값의 비가 지름 100 mm 및 150 mm인 시험체들에 대해 

각각 평균 0.98 및 0.86으로서, 제안된 모델로부터 타설 

방향과 수직인 원형단면에서의 섬유분포계수를 합리적으

로 예측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로부터 확보된 측정 결과 및 제안된 섬유분포

계수 모델은 향후 원형 단면을 지닌 섬유보강 콘크리트 

교각 등의 구조적 거동 연구에 매우 유용할 것으로 사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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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섬유보강 콘크리트의 균열 후 인장 거동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균열면에 걸쳐 있는 섬유의 개수를 산정하는 섬유분포

계수를 합리적으로 예측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논문에서는 원형단면에서의 섬유분포계수를 분석하기 위해, 콘크리트 압축강도, 

단면 크기, 섬유 종류 및 섬유혼입률 등을 변수로 강섬유보강 콘크리트 공시체를 제작하였으며, 제작한 공시체들을 타설 방향에

수직인 방향으로 절단한 후, 절단된 원형 단면에서의 섬유 개수로부터 섬유분포계수를 측정하였다. 측정 결과, 섬유가 타설면에 

평행하게 분포할 확률이 증가함에 따라 실제 원형단면에서의 섬유분포계수가 일반적으로 알려진 0.5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단위 면적 당 섬유 개수가 증가할수록 섬유분포계수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논문에서는 원형단면에서의 섬유분

포계수를 합리적으로 예측하기위해 섬유가 분포할 수 있는 각을 기하학적으로 분석하고, 이로부터 상세 모델과 단순화한 식을

유도하였다. 제안된 모델과 실험에서 측정된 섬유분포계수를 비교한 결과, 제안된 모델이 실제 원형단면에서의 섬유분포계수를 

잘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로부터 확보된 실험 결과 및 제안 모델은 향후 원형단면을 지닌 섬유보강 콘크리트 기둥

부재 등의 구조적 거동 연구에 매우 유용할 것으로 사료된다.

핵심용어 : 강섬유, 섬유분포계수, 섬유보강 콘크리트, 원형 단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