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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presents the tension stiffening behavior from experimental results of each 6 amorphous steel fibers and 
normal steel fibers reinforced direct tensile specimens with the main variables such as cover thickness to bar diameter ratio. A tension 
stiffening effect for steel fiber reinforced RC tension members improve on the increase in cover thickness, and also amorphous steel 
fiber is usually superior to normal steel fiber. The reinforcement of steel fibers controlled the splitting cracks and led to significant 
increase in the tension stiffening effect. In particular, if cover thickness is more than twice the bar diameter, the amorphous steel fiber 
reinforced specimen is controlled the splitting crack and increased the tension stiffening effect. And, the tension stiffening effect of 
amorphous steel fiber reinforced concrete tension members is different to current structural design code prov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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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1)

콘크리트에 강섬유(steel fiber)를 첨가하게 되면 콘크리

트의 등방성이 향상되어 콘크리트의 인장강도가 개선되

고 연성이 증가하는 장점을 갖는다.1) 또한 콘크리트에 균

열이 발생할 때 불규칙하게 분포하는 강섬유의 저항에 

의해 미세균열의 발생 및 진행이 억제되는 효과로 인하

여 콘크리트의 인성이 증가한다.2-4) 그리고, 단조하중 또

는 반복하중의 작용에 의해 발생하는 철근의 변형 증가 

및 균열의 진행을 강섬유가 저항하면서 철근과 콘크리트

의 미끄럼(slip)이 감소되므로 부착특성이 개선된다.5) 이

와 같이 강섬유로 보강된 콘크리트의 균열 저항성 및 부

착 성능의 개선 효과에 의해 철근콘크리트 부재의 균열

면에서 콘크리트의 인장력 분담도 개선된다.6)

철근으로 보강된 콘크리트 구조물에서 균열이 발생하

면 두 재료의 강성 차이에 의해 균열면에서 응력의 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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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가 이뤄진다. 균열이 발생한 단면에서는 모든 인장력

을 철근이 부담하지만, 균열단면 사이의 콘크리트는 부

착에 의해 철근으로부터 전달되는 인장력의 일부를 부담

하게 된다. 이와 같이 균열 단면 사이의 콘크리트에 의해 

철근의 강성이 증가하거나 변형률 또는 응력이 감소하는 

현상을 인장강화효과(tension stiffening effect)라고 한다.7) 
즉, 인장강화효과는 철근콘크리트 부재에서 인장철근이 

항복하기전까지 부재의 강성 증가 및 균열 단면 사이에

서 인장력을 부담하는 콘크리트의 성능을 평가하는 중요

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앞에서 설명한 인장강화효과를 정량화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CEB-FIP Model Code 19907) (MC 90) 및 EURO 
CODE 28) (EC 2) 설계기준에서 철근의 평균변형률 으

로 각각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는데, 이들 식은 강섬유

가 보강되지 않는 보통 콘크리트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MC 90 :     
  (1)

EC 2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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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Tension stiffening behavior of plain concrete and 
steel fiber reinforced concrete tension members

Table 1 Concrete mixture design

W/C S/a
(%)

Slump
(mm)

Unit Weight (kg/m3)
C W S G Fiber*

0.60 45 150 385 229 810 991 72/78

* Amorphous steel fiber : 72 kg/m3, Steel fiber : 78 kg/m3

Fig. 2 Amorphous steel fibers and steel fibers

여기서, 는 순수철근의 변형률, 는 콘크리트의 인장

강도(MPa), 는 철근의 탄성계수(MPa), 는 철근비, 
은 첫 번째 균열이 발생할때의 철근 응력(MPa), 는 작

용하중에 따른 균열면에서의 철근 응력(MPa)이다. 그리

고 는 인장강성 계수(tension stiffening factor)로서 단기

하중의 경우에 대해서 MC 90에서는 작용하중의 증가에 

상관없이 일정한   라는 상수로서 정의하고 있으

며, EC 2에서는   와 같이 작용하중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는 비선형 함수로서 정의하고 있다.
그런데 강섬유로 보강되지 않은 보통 콘크리트(plain concrete)

는 균열단면 사이에서만 부착에 의해 인장력을 부담하지

만, 강섬유로 보강된 콘크리트는 균열단면 사이뿐만 아

니라 균열면에서도 강섬유가 인장력을 추가로 부담하기 

때문에 Fig. 1에 보인 것과 같이 인장강화효과의 개선 효

과가 우수하다고 할 수 있다.9) 또한, 강섬유 종류 및 사

용량에 따라서는 균열 제어 및 고강도 철근을 사용하는

데 따른 균열폭 억제 효과도 개선된다. 
특히 최근 개발된 비정질 강섬유(amorphous steel fiber)

는 이러한 개선효과를 크게 얻을 수 있는 콘크리트 보강

재라 할 수 있다. 이 비정질 강섬유는 액체 급냉의 원리

를 이용한 Melt spinning 기법에 의한 비정질 금속 제조기

술에 의해 생산되는데, 기존 강섬유보다 제조과정이 단순

하며,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및 에너지 사용

량을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리고 일반 강섬유보

다 인장강도 및 내식성이 우수하고, 얇은막 형태로 제작

되어 형상비가 크게 증가하므로 콘크리트와의 부착 면적

이 커져서 콘크리트의 인장 성능에 대한 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10,11)

이 연구는 이상과 같이 콘크리트의 인장강화효과 개선

이 기대되는 비정질 강섬유의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한 기초 연구의 일환으로, 비정질 강섬유로 보강된 철

근콘크리트의 인장강성 거동 특성 파악 및 일반 강섬유

와의 비교를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피복두께를 변

수로 하는 변장비가 서로 다른 직사각형 단면의 인장실

험체를 제작하여 직접인장실험을 수행하고,12) 이 실험결

과로부터 인장강성 거동 및 인장강화효과를 비교․분석하

였다.

2. 직접인장실험

이 연구의 직접인장실험체 제작에 사용된 콘크리트는 

설계기준압축강도 가 25 MPa이며, 배합설계는 Table 1
과 같다. 타설 후 28일이 경과한 압축강도는 26 MPa, 쪼
갬인장강도 는 비정질 강섬유 보강 콘크리트의 경우 

2.48 MPa, 일반 강섬유 보강 콘크리트의 경우 2.63 MPa로 

측정되었다. 콘크리트에 혼입된 비정질 강섬유와 일반 강

섬유는 Fig. 2에 보인 것과 같으며, 강섬유별 제원 및 재

료 특성을 Table 2에 정리하였다. 강섬유 보강량은 현장 

적용성을 고려하여 감수제 또는 유동화제의 사용없이 소

요 워커빌리티를 확보할 수 있도록 두 강섬유 모두 체적

비()를 기준으로 1.0%로 동일하게 하였다.
직접인장실험체는 Fig. 3에 보인 바와 같이 길이가 1,500 

mm이고 단면의 치수가 변화하는 각주형 실험체로서, 항
복강도 가 420 MPa인 D19 철근을 단면의 중심에 배치

하였다. 모든 실험체는 단면적 23,250 mm2과 철근비 1.24%
로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단변 방향의 피복두께만을 변화

시키기 위해 변장비가 다른 직사각형 형태로 하였다. 즉, 
측면 피복두께가 철근 직경의 1.0배에서 3.5배까지 0.5배

씩 증가되는 단면을 갖는 실험체를 비정질 강섬유와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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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Properties of amorphous steel fiber and steel fiber

Fiber Geometry Cross section
Dimension Tensile

Strength
Aspect
ratio* Density

Length Width Thickness Diameter
Amorphous
steel fiber

Piece type
straight fiber Rectangular 30 mm 1 mm 24 μm - 1,700 MPa 1,250 7,200 kg/m3

Steel fiber Piece type
end-hooked fiber Circular 35 mm - - 0.5 mm 1,100 MPa 70 7,800 kg/m3

* Amorphous steel fiber : l/t = 30/0.024 = 1,250, Steel fiber : l/d = 35/0.5 = 70

Fig. 3 Specimen geometry

Fig. 4 Direct tension test setup apparatus

반 강섬유로 보강한 콘크리트를 사용하여 각각 6개씩 총 

12개를 제작하였다. 양생 중 발생하는 건조수축의 영향

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실험전까지 습윤양생을 하였다.
하중재하 및 측정은 Fig. 4에 보인 것과 같은 변위제어

방식(1mm/min)의 자동 가력기(actuator)와 철근 지그를 이

용하였으며, 철근의 사전 인장실험에 의한 응력-변형률 관

계로부터 측정된 철근 항복변형량의 3배 이상이 되는 변

형이 발생할 때까지 일축 인장하중을 재하하였으며, 200 kN 
용량의 로드셀(loadcell)과 데이터 자동기록장치를 이용하

여 작용하중을 실시간으로 측정하였다. 실험체 양단 사

이에서 발생하는 매입 철근의 변형량은 Fig. 3에 보인 바

와 같이 실험체 양쪽 하중단에 철근과 같이 거동할 수 있

는 변위계 지지판 설치용 클램프를 부착한 후에 4개의 전

기식 변위계(LVDT)를 변위 측정용 강봉에 고정하여 측

정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각 모서리에서 측정된 4개의 철근 변형

량을 평균값으로 하여 인장강성 거동을 대표하는 하중-
변형률 관계를 분석하였다. 실험중 발생하는 균열의 관

찰은 실험체 양쪽면에서 균열이 발생하는 순간의 하중을 

실험체에 직접 기록하면서 전체적인 균열거동을 파악하

였다.

3. 실험결과

3.1 강섬유 종류에 따른 균열거동

비정질 강섬유 및 일반 강섬유로 보강된 철근콘크리트 

인장 실험체에서 첫번째 횡방향균열(transverse crack)과 쪼

갬균열(splitting crack)이 발생한 하중을 피복두께와 철근

직경의 비 별로 Fig. 5에 비교하였다. 이와 함께, 비정

질 강섬유 쪼갬인장강도로 계산한 횡방향균열하중 과 

순수철근(bare bar)의 항복하중 를 함께 나타내었다.
첫번째 횡방향균열 발생하중은 일반 강섬유 보강 콘크

리트보다 비정질 강섬유 보강 실험체에서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피복두께가 두꺼워짐에도 불구하고 보강된 강섬

유의 종류와 무관하게 횡방향균열 하중은 모든 피복두께

에서 큰 차이가 없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강섬유로 보강된 철근콘크리트 부재의 횡방향균열은 피

복두께의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한 쪼갬인장강도 크기와는 다르게 재료의 인장강도가 높

고 콘크리트와의 부착면적이 증가하는 비정질 강섬유가 

횡방향균열에 대한 저항 성능이 일반 강섬유보다 비교적 

우수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결과이다.
반면에 첫 번째 쪼갬균열 발생하중은 횡방향균열 발생

하중과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을 살펴보면, 비

정질 강섬유 및 일반 강섬유로 보강된 실험체 모두 피복

두께가 증가할수록 쪼갬균열 발생하중이 크게 증가하였

다. 특히, 가 2.0 또는 2.5 이상이 되면 인장철근의 항

복하중 단계까지 쪼갬균열이 발생하지 않았다. 더욱 특

기할 만한 점은 피복두께가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할 수 

있는 가 3.0 이상에서 비정질 강섬유로 보강된 실험

체에서는 쪼갬균열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실험결과를 근거로 한다면, 비정질 강섬

유 또는 일반 강섬유로 보강한 철근콘크리트 부재에서는 



584  한국콘크리트학회논문집제26권제5호 (2014)

Table 3 Specimen geometry and test results

Specimen
Cover

thickness
ratio ()

Cross
sectional

dimensions
a × b (mm)

Measured concrete strength Initial cracking load
Average

crack spacing
sr,m (mm)

Compressive
strength
(MPa)

Splitting 
Tensile 

strength (MPa)

Transverse
crack Ntr 

(kN)

Splitting
crack Nsp

(kN)
ATM10 1.0 60 × 385

26.2 2.48

50 64 162
ATM15 1.5 80 × 290 67 84 175
ATM20 2.0 100 × 230 69 121 219
ATM25 2.5 115 × 200 56 / 250
ATM30 3.0 135 × 170 62 / 375
ATM35 3.5 150 × 155 72 / 300
FTM10 1.0 60 × 385

25.5 2.63

50 42 111
FTM15 1.5 80 × 290 50 100 136
FTM20 2.0 100 × 230 56 111 167
FTM25 2.5 115 × 200 56 121 150
FTM30 3.0 135 × 170 50 / 159
FTS35 3.5 150 × 155 50 / 250

Note) 
* In all specimens, a D19 was placed at the center of the section and steel ratio kept constant of 1.24%
** Each specimen is given a name according to type of steel fibers and cover thickness ratio(A or F : steel fiber type, 
10 : c/db)  

Fig. 6 Comparison of average crack spacingFig. 5 First cracking load of transverse crack and splitting crack

피복두께가 철근직경의 3배 이상으로 확보된다면 철근과

의 부착 및 인장강화효과에 큰 영향을 주는 쪼갬균열을 

억제할 수 있다는 점이다. 즉, 쪼갬균열을 제어하기 위하

여 추가적인 횡방향 보강철근 등을 사용하지 않고 강섬

유 보강 콘크리트의 재료 특성만으로 인장강화효과의 개

선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Fig. 6에 철근의 항복단계까지 인장하중을 재하하여 실

험체에 발생한 균열들 중 횡방향균열의 평균균열간격 

을 비교하여 정리하였다(Fig. 7 참조). 이 그림을 살펴

보면, 피복두께가 두꺼워질수록 비정질 강섬유 및 일반 

강섬유로 보강한 철근콘크리트 실험체의 평균균열간격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비정질 강섬유로 보강

된 ATM 계열 실험체가 일반 강섬유로 보강된 FTM 계열 

실험체보다 평균균열간격이 더 크게 발생하였다. 그리고 

평균균열간격을 정의하고 있는 설계기준들의 규정으로 계

산한 결과와 실험결과를 함께 비교하였다. 이 결과를 살펴

보면, 피복두께가 두꺼워짐에 따라 평균균열간격이 증가

하는 경향을 반영하고 있지만, 강섬유가 보강되지 않은 

보통 콘크리트를 기준으로 규정된 설계기준들의 평균균

열간격은 CEB-FIP Model Code 197813) (MC 78)을 제외하

고 실험결과보다 크게 계산됨을 확인할 수 있다.14-16) 이

러한 차이는 각 설계기준의 평균균열간격 계산식에서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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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Final crack configuration

Fig. 8 Tension stiffening behavior in ATM specimens according 
to cover thickness ratio

정하는 계수들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이 결과에 따르

면 2012년 개정 콘크리트구조기준17)(KCI 2012)의 규정으

로 강섬유보강콘크리트의 균열간격을 계산하면 예측 결

과의 차이가 크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계수 또는 상수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3.2 피복두께에 따른 인장강화효과

비정질 강섬유 및 일반 강섬유로 보강한 철근콘크리트 

인장부재의 인장강화효과를 파악하기 위하여 작용하중 

과 그에 따른 철근의 평균변형률 의 관계를 Fig. 8과 

Fig. 9에 각각 피복두께별로 정리하였다. 여기서, 철근의 

평균변형률은 4개의 LVDT로부터 측정된 철근의 변형량

을 평균하여 실험체 길이로 나눈값이다. 그리고 CEB-FIP 
Model Code 19907) (MC 90)과 EUROCODE 28) (EC 2)에
서 규정하고 있는 인장강화효과 예측식인 식 (1)과 식 (2)
로 계산된 결과를 함께 비교하였다.

비정질 강섬유로 보강된 철근콘크리트 인장부재의 피

복두께별 인장강화효과를 비교한 Fig. 8을 살펴보면, 피

복두께가 두꺼워질수록 인장강화효과도 증가하였다. 다만, 
피복두께가 상대적으로 얇은 ATM 10 (=1.0)과 ATM15 
(=1.5) 실험체에서는 두꺼운 피복두께를 갖는 실험체

들과 비교하여 인장강화효과는 크게 증가하지 않는 것으

로 나타났다. 또한 비정질 강섬유의 보강 효과를 알아보

기 위하여 보통 콘크리트를 기준으로 하는 MC 907) 및 

EC 28)의 인장강화효과 규정과 비교하면, 얇은 피복두께

를 갖는 ATM 10, ATM 15 실험체에서는 설계기준 규정

과 비교적 유사한 거동을 보이지만, 피복두께가 철근 직

경의 2배 이상인 실험체에서는 설계기준의 규정보다 인

장강화효과가 크게 증가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일

반 강섬유로 보강된 철근콘크리트 인장부재의 피복두께

에 따른 인장강화효과를 비교한 Fig. 9를 살펴보면, 비정

질 강섬유로 보강된 ATM 계열의 실험체와 유사하게 피

복두께가 두꺼워질수록 인장강화효과는 증가하였다. 그

러나 피복두께에 따른 증가율은 비정질 강섬유로 보강된 

실험체에 비하여 크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또한 MC 907) 
및 EC 28)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장강화효과와 비교하였

을 때, 피복두께가 철근직경의 3.0배인 FTM30 실험체까

지 보통 콘크리트 기준의 설계기준 규정과 비교적 유사

한 거동을 나타낸다. 그리고 피복두께가 상대적으로 두

꺼운 FTM35 실험체에서만 설계기준 규정보다 인장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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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Tension stiffening behavior in FTM specimens according 
to cover thickness ratio

효과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은 결과로부터 강섬유로 보강된 철근콘크리

트 부재는 보통 콘크리트보다 인장강화효과가 개선된다

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비정질 강섬유를 보강재

로 사용하면 피복두께가 상대적으로 얇은 경우에도 보통 

콘크리트와 유사한 인장강화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피

복두께를 충분히 확보할 경우에는 인장강화효과의 개선 

효과를 크게 얻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3.3 인장강성 계수 비교

Fig. 1에 보인 것과 같은 철근콘크리트 인장부재의 인

장강화효과는 식 (1) 및 식 (2)로서 정의되는데, 이 식들

은 인장부재에 작용하는 인장력 이 부착에 의해 전달

되어지는 철근의 저항력 와 콘크리트의 저항력 의 

합과 평형을 이뤄야 하는 다음과 같은 힘의 평형조건으

로부터 유도한 것이다.

         (3)

여기서, 와 는 각각 철근과 콘크리트의 단면적, 와 

는 각각 철근과 콘크리트의 탄성계수이고, 과 은 

각각 철근과 콘크리트의 평균변형률이다.
그런데, 철근콘크리트 인장부재에 작용하는 인장력 

은    (여기서 는 순수철근의 변형률)와 같으

며, 이 값은 균열이 발생하였을 때 균열면에서 철근이 저

항하는 인장력과 같다. 이 값은 식 (3)과 같아야 하므로 

다음과 같은 관계가 성립한다.

       (4)

식 (4)의 양 변을 로 나눈 후, 철근의 평균변형률 

 항으로 정리하면 다음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

    

  (5)

여기서, 은 탄성계수 비(=), 는 단면의 기하적 철

근비(=)이다.
식 (5)의 우변 두 번째 항이 부착에 의해 전달되는 인

장력을 콘크리트가 부담함으로서 감소하게 되는 철근의 

변형률 양이며, 이 크기가 콘크리트의 인장강화효과가 

된다. 또한, MC 907) 및 EC 28)의 인장강화효과 규정은 

식 (5)를 각각 다음과 같이 변형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6)

    


  

   (7)

여기서, 은 첫 횡방향균열 발생시 균열면에서의 철근 

응력으로서,    로 정의된다.
인장강화효과는 철근과 콘크리트의 부착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데, 콘크리트 강도, 철근 직경 및 응력의 크

기, 피복두께, 하중 조건 등에 따라서 부착 특성이 달라

지므로 인장강화효과도 변화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MC 907) 및 EC 28)에서는 이러한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인장강성 계수 를 도입하여 인장강화효과를 

규정하고 있는데, 앞 절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MC 907)에

서는 상수로, EC 28)에서는 비선형 함수로 정의한다. 따

라서 비정질 강섬유 및 일반 강섬유로 보강된 철근콘크

리트 인장 부재의 인장강성 거동을 보다 명확하게 파악

하기 위해서는 작용하중 단계에 따른 인장강성 계수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실험으로부터 측정된 철근의 평균변형률

과 작용하중을 이용하여 직접인장실험체들의 인장강성 

계수를 계산하여 하중단계별로 Fig. 10에 피복두께별로 

정리하고, 이와 함께 MC 907) 및 EC 28)에서 규정하는 인

장강성 계수를 함께 비교하였다. 이 그림을 살펴보면, 비
정질 강섬유 및 일반 강섬유로 보강된 실험체들의 인장

강성 계수는 모두 MC 907)에서 규정하는 0.4보다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작용하중이 증가함에 따라 인장

강성 계수가 감소하도록 정의하고 있는 EC 28) 규정과는 

반대로 피복두께가 두꺼워질수록 인장강성 계수는 증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Fig. 1에 개념적으로 도해한 것과 같이 

균열이 발생함에 따라 콘크리트의 인장 기여도가 감소하

게 되는 보통콘크리트와는 다른 거동으로서, 보강된 강

섬유의 균열 저항성이 우수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결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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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Comparison of tension stiffening factor 

Fig. 11 Comparison of tension stiffening effect 

고 할 수 있다. 특히, 일반 강섬유에 비하여 비정질 강섬

유로 보강된 실험체 모두에서 인장강성 계수가 더 큰 것

으로 나타났는데, 이 결과는 비정질 강섬유의 보강 효과

가 비교적 우수하며, 콘크리트의 인장 성능 및 균열 저항

성 개선을 위한 새로운 보강 재료로 사용할 수 있는 가능

성을 확인한 것이다. 

3.4 강섬유 종류에 따른 인장강화효과

앞 절에서 언급한 비정질 강섬유의 우수성 및 적용성

을 검증하기 위하여 일반 강섬유 및 비정질 강섬유로 보

강된 실험체의 인장강화효과를 각 피복두께별로 직접 비

교하여 Fig. 11에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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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그림을 살펴보면, 가 1.5 이하인 얇은 피복두께

를 갖는 경우에는 비정질 강섬유와 일반 강섬유의 보강 

효과는 비교적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강섬유가 

보강되지 않은 보통 콘크리트를 기준으로 하는 MC 907) 
및 EC 28)에서 규정하는 인장강화효과와 비교적 일치하

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피복두께가 철근 직경

의 2배(  ) 이상인 실험체는 비정질 강섬유로 보

강된 실험체가 일반 강섬유로 보강된 경우보다 인장강화

효과가 비교적 우수함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비정질 

강섬유로 보강된 경우에는 현행 설계기준들에서 규정하

는 것보다 큰 인장강화효과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다만, 피복두께가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간주할 수 있

는 가 3.5 인 실험체에서는 일반 강섬유의 보강 효과

가 커져서 비정질 강섬유로 보강된 실험체와 비교적 유

사한 인장강화효과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현재까지 콘크리트 성능 개선을 위한 보강재로

서 주로 사용되고 있는 일반 강섬유를 대체할 수 있는 새

로운 보강재로서 비정질 강섬유의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

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또한, MC 907) 및 EC 28) 설계기

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장강화효과는 강섬유로 보강된 

콘크리트 구조 부재에 그대로 적용하게 되면 상당한 차

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강섬유의 보강 효과를 반영할 

수 있도록 강섬유 종류에 따른 인장강성 계수의 수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비정질 강섬유 및 일반 강섬유로 보강한 철근콘크리트 

인장부재의 직접인장실험을 통하여 얻어진 하중-변형률 

관계로부터 인장강성 거동 분석을 실시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1) 강섬유 보강 콘크리트는 얇은 피복두께를 갖는 경

우에도 인장강화효과에 영향을 주는 쪼갬균열의 발

생 및 진행을 억제하는 효과가 우수하며, 특히 비정

질 강섬유가 일반 강섬유보다 우수한 보강효과를 

보였다.
2) 현행 설계기준의 규정과는 다르게 피복두께가 두꺼

워질수록 인장강화효과는 증가하였으며, 비정질 강

섬유로 보강한 실험체의 경우 피복두께가 철근 직

경의 2배 이상 확보되면 설계기준 규정으로 예측한 

값보다 큰 인장강화효과를 얻을 수 있다.
3) 인장강화효과의 크기를 결정하는 인장강성 계수는 

일반 강섬유로 보강한 경우에는 두꺼운 피복두께를 

갖는 경우를 제외하면 설계기준의 규정과 비교적 

유사하지만, 비정질 강섬유로 보강한 실험체의 경

우에는 얇은 피복두께를 제외한    이상인 

경우에는 설계기준 규정과는 다르게 작용하중이 증

가함에 따라 인장강성 계수가 커지는 것으로 나타

났다.

4) 현행 설계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장강화효과 예

측식에 강섬유 보강에 따른 개선 효과를 적절히 반

영할 수 있는 인장강성 계수의 수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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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이 논문은 비정질 강섬유 및 일반 강섬유로 보강된 철근콘크리트 인장 부재의 인장강화효과에 대해서 직접인장 실험
을 통하여 비교․분석한 것이다. 이를 위하여 피복두께를 변수로 하는 직사각형 단면의 비정질 강섬유 및 일반 강섬유로 보강된 
직접인장실험체를 각 6개씩 제작하여 실험을 실시하였다. 실험결과에 따르면 강섬유로 보강된 철근콘크리트 인장부재는 피복두
께가 두꺼워질수록 인장강화효과가 증가하였으며, 비정질 강섬유가 일반 강섬유보다 인장강화효과가 더 우수하였다. 강섬유 보
강에 따른 쪼갬균열의 발생 및 진행이 크게 감소하였으며, 비정질 강섬유로 보강된 경우는 철근 직경의 2배 이상 피복두께가 확
보되면 쪼갬균열이 억제되고 그에 따라서 인장강화효과가 크게 증가하였다. 특히 일반 강섬유와 비교하여 비정질 강섬유로 보강
된 철근콘크리트 부재의 경우는 현행 설계기준의 인장강화효과 규정과는 다르게 작용하중에 따라서 인장강화효과가 증가하였는
데, 이 결과는 인장강화효과의 크기를 결정하는 인장강성 계수의 분석을 통하여 확인하였다. 

핵심용어 : 비정질 강섬유, 피복두께, 인장강화효과, 쪼갬균열, 강섬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