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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make samples of fiber into a variable condition with strain-hardening cement 

composite(SHCC) and evaluate the mechanical properties, results from experiment can be used to 

construction of database for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SHCC.

요  약

  본 연구에서는 변형경화형 시멘트 복합체(SHCC)에 섬유 혼입율을 변수로 실험체를 제작하여 역학

 특성을 평가하 으며, 실험 결과로부터 향후 SHCC의 한 연구의 기 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1. 서   론

  

   최근 콘크리트 구조물의 취성  괴 특성을 보완하고 균열제어성능을 향상시키기 해 변형경

화형 시멘트복합체(SHCC)에 한 다각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기존 연구에는 섬유 종류 

 정 혼입율에 한 기 자료가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섬유의 혼입율에 따른 

역학  성능을 평가하고자 한다.

 

2. 사용재료  실험 방법  

     본 연구에서는 섬유 혼입율에 따른 SHCC의 역학  특성을 평가하기 해 50MPa의 기  콘크

리트 실험체인 CON 실험체와 PVA섬유 1.3%, PE섬유 0.2%를 혼입한 PVA1.3PE0.2 실험체 

PVA섬유 0.75%, PE섬유 0.75%를 혼입한 PVA0.75PE0.75 실험체를 제작하 다. 표1, 2는 실험체의 

배합  사용 섬유의 기계  특성을 나타낸 것이며, 압축실험은 KS F2403, 휨실험은 KS F2408에 

하여 실험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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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압축실험 (b) 인장실험 (c) 휨실험

그림1. SHCC의 역학  특성

 실험체명 W/C

섬유혼입율

(%)

단 량

(kg/㎥)

PVA PE W C S

PVA1.3PE0.2
0.45

1.3 0.2
483 1075 430

PVA0.7.5PE0.7.5 0.75 0.75

섬유

종류

비

(g/㎠)

길이

(㎜)

직경

(㎛)

인장강도

(MPa)

탄성계수

(GPa)

PE 0.97 12 12 1250 2500

PVA 1.30 12 39 307 1600

               표 1. 실험체 배합 일람                               표 2. 섬유의 기계  특성

3. 역학  성능 평가

그림1은 섬유 혼입율에 따른 SHCC의 역학  특성을 나타낸 그래 이다. 압축응력의 경우, 기  

콘크리트 실험체가 섬유를 혼입한 실험체에 비하여 강도는 30% 높게 나타났으나, 변형률은 28% 낮

게 나타났다. 인장응력의 경우, PVA0.75PE0.75 실험체가 PVA1.3PE0.2 실험체에 비하여 응력은 

22% 낮게 측정되었으나, 변형률은 40% 증진되는 결과를 나타냈다. 휨응력의 경우, PVA0.7.5PE0.7.5 

실험체가 PVA1.3PE0.2 실험체에 비하여 처짐이 30% 증가하 지만 최  응력은 큰 차이가 없었다.  

4. 결 론

  섬유 혼입율에 따른 SHCC의 역학  특성을 비교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1) 압축거동의 경우, 섬유를 혼입한 실험체가 기  콘크리트 실험체보다 다소 낮은 응력을 나타내었

으나 변형률은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PVA섬유와 PE섬유 혼입 조건에 따른 응력 

차이는 미비한 것으로 단된다.

2) 인장과 휨 거동의 경우, PVA섬유보다 기계  성능이 우수한 PE섬유 혼입량이 증가됨에 따라 균

열을 제어  변형률 증진 등의 특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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