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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Using an expansion admixture can reduce an initial shrinkage crack and improve a prestress. 

Therefore, this paper presents the results of a study performed to evaluate this deformation and 

obtain a better understanding of the behavior of SHCC using an expansion admixture. To evaluate 

a performance of SHCC using an expansion admixture was tested a drying shrinkage, compressive 

strength, flexural strength, and tensile strength.

요  약

팽창재를 사용함에 따라 기 수축균열을 여주고, 팽창에 따른 응력을 부여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팽창재를 사용한 섬유보강시멘트복합의 팽창재 체량에 따른 성능 평가  거동특성을 

평가하고자 하 다.

1. 서   론

  1)섬유보강 시멘트 복합체(Strain hardening cement composite, SHCC)의 경우 콘크리트에 사용된 

시멘트량의 약 3∼4배 정도 많은 양의 시멘트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에 따라 부배합에 의한 과도한 

수축 발생에 따른 건조 수축균열에 의한 손상을 고려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팽창재 치환율에 따른 건조수축, 압축실험을 통하여 에트링자이트 생성반응

에 의한 SHCC의 역학  특성을 평가하고자 한다.

2.  실험 방법  사용재료

   팽창재 사용에 따른 SHCC의 성능평가를 하여 설계기  압축강도 70MPa의 건조수축, 압축실

험체를 제작하 다. 섬유는 단일 PE 섬유 사용하 으며, 팽창재의 경우 국내산을 사용하 으며 제

조사에서 권고하고 있는 13% 이하인 8, 10 ,12%를 체하 다. 건조수축 실험체의 경우 타설 후 항

온항습실에 두어 건조수축을 측정하 으며, 실험체 배합표는 표 1에 나타내었다.

3. 실험 결과

  그림 1은 하 과 팽창재를 사용한 SHCC의 압축강도와 탄성계수와의 계를 나타낸 것으로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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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 압축강도 / 탄성계수 그림2. 건조수축 변형률

표 1 SHCC 배합표

종류
W/B

(%)

팽창재 체량 

(%)

섬유 혼입률

(%)

단 수량

(kg/m
3

)

단  량 (kg/m
3

)

시멘트 팽창재1) 규사 PE1) MC2) 

(kg)

SP3)

(kg)

PE1.5-0

30

       0

1.5

384 1281   0 512 14 0.52 16.00

PE1.5-8        8 383 1175 102 511 14 0.52 16.67

PE1.5-10       10 383 1149 128 511 14 0.52 16.67

PE1.5-12       12 383 1123 153 510 14 0.52 16.00

 *PE1.5-8 : PE(Fiber type), 1.5(Fiber volume fraction), 8(EX replacement ratio)

1) Polyethylene   2) Methyl cellulose   3) High-range water reducing additive

에서 보는 바와 같이 팽창재를 치환함에 따라 압축강도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팽창재

를 10% 치환한 PE1.5-10 실험체의 압축강도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반면 탄성계수의 경우 모든 실

험체에서 크게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건조수축 실험의 경우 타설 후 약 8시간부터 팽창이 발생하

으며, 약 350∼600μ의 팽창이 발생하 고, 500μ의 팽창량을 나타낸 PE1.5-10 실험체의 압축강도

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한 최  팽창 후 수축량은 팽창재 체량에 계없이 거의 유사하게 나

타났다.

4. 결 론

 1) 팽창재를 치환함에 따라 반 으로 압축강도가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으며, 팽창재를 10% 

치환할 경우 가장 높은 압축강도를 나타내었다.

 2) 건조수축 실험결과와 압축실험결과를 비교한 결과, 팽창량이 500μ일 때 압축강도가 가장 크게 

나타나, SHCC에서 팽창재를 10% 치환할 경우 에트링자이트 생성에 의한 효과 가장 잘 나타난 것

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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