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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강섬유의 형상과 물성에 따른 인발특성이 콘크리트의 휨거동에 미치는 영향

Effect of Pull-out Property by Shape and Mechanical Property of Reinforcing Fiber 

on the Flexural Behavior of Concrete

김 홍 섭1) 남 정 수2) 김 정 현3) 한 상 휴4) 김 규 용5)*

Hong-Seop Kim Jeong-Soo Nam Jung-Hyun Kim Sang-Hyu Han Gyu-Yong Kim

Abstract

This study evaluated the bonding property of fiber and flexural behavior of fiber reinforced concrete. Amorphous steel fiber, 
hooked steel fiber and polyamide fiber was used for evaluation of bonding property and flexural behavior. As a result, the hooked
steel fiber was pulled out from matrix when peak stress. However amorphous steel fiber occurred shear failure because bonding
strength between fiber and matrix was higher than tensile strength of fiber. Polyamide fibers occurred significantly displacement to 
peak stress because of elongation of fiber. After that peak stress, fiber was cut off. Amorphous steel fiber reinforced concrete had 
a greater maximum flexural load compared with hooked steel fiber reinforced concrete because bonding performance between fiber 
and matrix was high and mixed population of fiber was many. However flexural stress was rapidly reduced in load-deflection curve 
because of shear failure of fiber. Flexural stress of hooked steel fiber reinforced concrete was slowly reduced because fiber was 
pulled out from the matrix. In the case of polyamide fiber reinforced concrete, flexural stress was rapidly lowered because of 
elongation of fiber. However flexural stress was increased again because of bonding property between polyamide fiber and matrix.
The pull-out properties of the fiber and matrix has effect on the deformation capacity and flexural strength of fiber reinforced 
concre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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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concrete cracking

② fiber/concrete debonding

③ fiber bridging

④ fiber pull-out

⑤ fiber failure

Fig. 1 Failure pattern of fiber reinforced concrete

1. 서 론

1.1 연구배경

섬유보강 콘크리트는 콘크리트 비빔시 단섬유를 함께 혼

입하여 제조하는 것으로 콘크리트 내부에서 혼입섬유의 가

교작용에 의해 콘크리트의 휨⋅인장강도를 증가시키고, 균

열의 발생 및 진전을 억제시켜, 동적하중 및 고속 충격, 폭발 

등에 대한 콘크리트의 안전성능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Fig. 1은 섬유보강 콘크리트의 파괴에 미치는 섬유의 효과

를 나타낸 것으로 ①콘크리트에 균열이 발생하기 까지는 ②

섬유와 매트릭스간의 접착에 의해 균열의 발생을 억제한다. 
콘크리트에 균열이 발생한 후에는 ③섬유와 매트릭스의 브

릿징 (가교작용)에 의해 균열의 진전을 억제하고 변형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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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Schematic diagram of load-displacement relationship 

for fiber pulled out of the matrix (Kanda Tetsushi, Li 

Victor C. (1998))

Table 1 Mechanical properties of the used fiber

Type
Amorphous steel 

fiber
Hooked steel 

fiber
Polyamide fiber

Length (mm) 30 30 30

Diameter (mm) - 0.5 0.5

Width (mm) 1.6 - -

Thickness (㎛) 29 - -

Aspect ratio 18.75 (L/W) 60 (L/D) 60 (L/D)

Density (g/cm3) 7.2 7.8 1.14

Tensile strength
(MPa)

1,400 1,140 594

Amorphous steel fiber Hooked steel fiber Polyamide fiber

Fig. 3 Configuration of fibers

또는 변형경화의 현상을 나타낸다. 이때, 섬유와 매트릭스간

의 부착성능에 따라 ④섬유가 매트릭스로부터 인발되거나, 
⑤섬유가 파단되는 것에 의해 콘크리트의 성능이 저하된다. 

이와 같이 섬유와 매트릭스의 부착성능은 섬유보강 콘크

리트의 성능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섬유의 표면형상 

및 물성, 매트릭스 강도 등은 섬유와 매트릭스 계면의 부착

성능에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섬유의 부착

특성은 콘크리트의 휨강도 및 인장강도 등 인성의 향상효과

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으며, 섬유보강 콘크리트의 휨 및 인

장파괴 거동에 있어서도 큰 영향을 미친다. Fig. 2는 섬유와 

매트릭스의 부착에 대한 개요를 나타난 것으로 섬유와 매트

릭스의 접착에 의해 하중이 증가한 후 최대접착응력을 넘어

선 후에는 섬유보강 매트릭스로부터 인발되는 거동으로 전

환된다. 이때에는 섬유의 성상 및 표면재질 등에 의한 영향

이 크게 작용하게 된다. 

1.2 비정질 강섬유의 특징 

비정질 강섬유는 비정질금속으로 제조된 섬유로써 결정구

조가 없는 등방성의 균질한 금속으로 일반결정금속인 후크

형 강섬유와 비교하여 인장강도 및 부착강도가 높고, 내부식

성을 갖는다. 또한, 비정질 강섬유는 용융금속을 급속으로 

냉각시켜야하는 제조 특성상 박판이며 경량의 성질을 갖기 

때문에 체적의 외할로 혼입되는 경우 동일 혼입률에서의 혼

입개체수가 증가할 수 있다. 그러나, 박판의 형태는 응력방

향에 따라 전단파괴가 발생하는 취성적인 파괴거동을 보일 

우려가 있으므로 비정질 강섬유를 콘크리트 보강용 섬유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비정질 강섬유의 인발특성과 콘크리트에 

혼입되었을 때의 휨⋅인장 거동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

1.3 연구의 목적

본 연구에서는 섬유종류에 따른 인발특성이 섬유보강 콘

크리트의 휨특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검토하기 위하여, 
길이가 30mm로 동일하지만, 섬유의 재질 및 형상이 다른 

후크형 강섬유, 비정질 강섬유 및 폴리아미드 섬유 3종류에 

대하여 섬유 단일개체의 인발시험 및 섬유보강 콘크리트의 

휨특성을 평가하여, 섬유의 인발성능이 휨특성에 미치는 영

향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2. 실험계획 및 방법 

2.1 사용재료 및 콘크리트 배합

2.1.1 보강 섬유 

Table 1 및 Fig. 3은 보강섬유의 물리적 성질 및 성상을 

나타낸 것으로 보강섬유의 길이는 모두 30mm로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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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Mechanical properties of the used materials

Materials Mechanical properties

Cement
Ordinary portland cement, Density : 3,150kg/m3

Fineness : 0.32m2/g

Fly-ash Density : 2,200kg/m3, Fineness : 0.3m2/g

Sand Density : 2,610kg/m3, Absorptance : 0.81%

Gravel
Crushed gravel, Maximum size : 20mm, 
Density : 2,650kg/m3, Absorptance : 0.76%

Super plasticizer Polycarboxylic acid type

Table 3 Mix proportions

W/B
Gmax

(mm)
Slump
(mm)

Air
(%)

S/a
(%)

Unit weight (kg/m3)

Cement Water Fly-ash Sand Gravel

0.4 20 120±30 4±1 55 405 180 45 888 758

Table 4 Sample list

ID. Fiber type Volume fraction (Vol.%)

Plain - 0

AF-0.50 Amorphous steel fiber 0.50

AF-0.75 Amorphous steel fiber 0.75

SF-0.50 Hooked steel fiber 0.50

SF-0.75 Hooked steel fiber 0.75

PA-0.50 Polyamide fiber 0.50

PA-0.75 Polyamide fiber 0.75

Table 5 Details of concrete mixes (Standard deviation)

ID. Slump (mm) Air (%) Compressive strength (MPa)

Plain 165 3.9 45.15 (0.52) 

AF-0.50 110 4.7 44.83 (0.76)

AF-0.75 50 4.9 47.47 (0.24)

SF-0.50 135 4.6 49.16 (0.15)

SF-0.75 130 4.8 51.38 (0.78)

PA-0.50 155 4.3 45.40 (0.84)

PA-0.75 140 4.2 43.80 (0.45)

Fig. 4 Pull-out test set up

비정질 강섬유의 경우 너비 0.5mm, 두께 29μm의 박판형으

로 세장비는 18.75이고, 인장강도는 1,400MPa이다. 후크형 

강섬유는 직경 0.5mm, 인장강도 1,140MPa이고, 폴리아미드 

섬유의 경우 직경 19.5μm의 미세 단섬유 544개체를 공기분

사성형한 섬유로 평균 직경 0.5mm, 인장강도 594MPa으로 

후크형 강섬유와 폴리아미드 섬유의 세장비는 0.5로 동일하다.

2.1.2 혼화재 및 골재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재료의 물리적 성질은 Table 2와 같이 

시멘트는 1종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하였으며, 혼화재로 

플라이애시를 사용하였다. 굵은골재의 경우 최대치수 20mm의 

화강암 깬자갈을, 잔골재는 5mm 이하의 강모래를 사용하였다. 

2.1.3 콘크리트 배합

Table 3은 콘크리트 배합을 나타낸 것으로 설계압축강도 

40MPa를 만족하기 위하여 W/B를 0.4로 설정하였다. 보강 

섬유의 종류는 비정질 강섬유, 후크형 강섬유 및 폴리아미드 

섬유 3종류를 사용하였으며, 섬유의 혼입률은 체적비로 0.5 
및 0.75Vol.% 혼입하였다. 

Table 4에 보강섬유 종류에 따른 콘크리트의 휨특성 및 고

속 비상체 충돌에 의한 국부파괴 특성 평가를 위한 섬유보강 

콘크리트의 시험 수준을 나타내었다.
섬유보강 콘크리트의 슬럼프 및 압축강도는 Table 5에 나

타낸 바와 같이 섬유 혼입률이 증가할수록 슬럼프의 저하가 

발생하였으며, 목표슬럼프를 만족하기 위한 감수제의 사용량

이 증가하였다. 한편, 비정질 강섬유보강 콘크리트의 경우 

섬유의 혼입개체수가 많고, 박판형으로 슬럼프의 저하가 크 

게 발생하였으며, 섬유 혼입률 0.75Vol.% 이상에서는 콘크

리트의 비빔효율이 현저하게 저하되었다. 압축강도의 경우 

재령 28일에서 3개의 시험체에 대하여 압축시험을 실시한 

결과와 설계압축강도 40MPa 이상을 모두 만족하는 결과를 

나타냈다.

2.2 실험방법 

2.2.1 섬유 인발 시험 (Kang SH et al., 2013)
섬유인발시험은 Fig. 4와 같이 단면 25mm×25mm의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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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Unnotched beam (b) Notched beam

Fig. 5 Flexural test set up

체의 중앙에 섬유 길이의 반 (15mm)을 매립하여 인발시험

을 실시하였다. 섬유의 인발응력은 식 (1)과 같이 인발하중

을 섬유의 묻힘 비표면적으로 나누어 산정하지만, 비정질 강

섬유의 경우는 섬유가 인발되지 않고 절단되어 섬유의 부착

응력이 인장응력에 비하여 낮은 것으로 생각할 수 있어 식 

(2)와 같이 인발하중을 섬유의 단면적으로 나누어 섬유 단일 

개체의 파괴응력을 계산하였다.

max 
max (1)

max 
max (2)

여기서, max부착응력, max섬유 인장파괴강도, max최

대하중,   섬유 직경,   정착길이,   섬유 단면적을 나타

낸다. 

2.2.2 휨특성

노치 없는 섬유보강 콘크리트 보의 휨특성은 KS F 2566 ｢강
섬유 보강 콘크리트의 휨인성 시험 방법｣에 준하여 시험을 실

시하였다. 시험은 각 시험 수준에 대하여 □100×100×400mm
를 3개 제작하여 시험을 실시하였으며, 휨강도의 계산은 다

음의 식 (3)을 사용하여 계산하였다. 

  

 (3)

여기서,   휨강도 (MPa),   최대하중 (N),  지간 (mm), 

  파괴 단면의 폭 (mm),   파괴단면의 높이 (mm)를 나타낸다. 
등가휨강도는 식 (4)에 의하여 계산되었다. 


′  

×

 (4)

여기서, 
′  등가휨강도 (MPa),  지간의 1/150의 처짐 

(mm), 는 까지 하중-처짐 곡선의 면적,  지간 (mm), 

  파괴 단면의 폭 (mm),   파괴단면의 높이 (mm)이다. 등
가휨강도란 주어진 변위 (지간의 1/150)에서의 평균 휨강도

를 나타내는 것으로 최대휨강도 이후의 변형연화 또는 변형

경화현상에 의한 하중유지능력 (휨인성)을 평가하는 지표로 

활용된다. 
노치보의 휨특성 실험은 RILEM 50-FMC Draft Recomm 

-endation ｢Determination of the fracture energy of mortar 
and concrete by means of three-point bend tests on notched 
beams｣에서 제안한 규준에 따라 □100×100×400mm의 각

형 시험체의 중앙부에 50mm의 노치를 제작하여 3점 휨 재

하 시험을 실시하여 다음의 식 (5)에 의해 휨강도를 계산하

였다. 또한, 하중-균열개구부변위 (CMOD)곡선을 활용하여 

식 (6)에 의해 파괴에너지 (에너지 흡수능력)을 산정하였다. 

 




 (5)

     ∙
  (6)

여기서,   단면높이에서 노치의 높이를 뺀 값 (mm),   

파괴에너지 (N⋅m/m2),   CMOD하중-변위 곡선의 면적 

(N⋅m)이다. 은     (kg)으로 은 지지대 사이

의 보의 무게 (kg)이며, 는 시험체에 부착된 지그의 무게 

(kg)이다.   중력 가속도 (9.81m/s2),  보의 최종 파괴시의 

변형 (m),   파괴 단면적 (m2)이다.

3. 실험결과 및 고찰

3.1 섬유 인발 특성

Fig. 6은 섬유 인발시험에 의한 하중-변위 곡선을 나타낸 

것이며, Fig. 7에 인발시험에 의한 섬유의 파괴성상을 나타

내었다. 후크형 강섬유의 경우 가장 높은 인발하중을 나타냈

으며, 최대 인발하중 이후 섬유가 매트릭스로부터 인발되는 

현상이 관찰되었다. 또한, 끝단의 굴곡에 의해 인발하중이 

유지되어 단계적인 하중의 저하가 발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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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Pull-out load-displacement curve

Table 6 Failure stress of fiber

Fiber type
Load
[N]

max
max

max
max

Amorphous steel fiber 87.85 1.80 1893.32

Hooked steel fiber 132.85 5.64 676.94

Polyamide fiber 39.6 1.68 201.78

Amorphous steel 

fiber

Hooked steel 

fiber

Polyamide 

fiber

Fig. 7 Fiber failure condition

한편, 비정질 강섬유의 경우 섬유가 인발되지 않고, 최대 

하중 이후에 인장파괴 되었다. 비정질 강섬유는 표면의 형상

이 거칠어 섬유와 매트릭스간의 부착성능이 높고, 박판형으

로 인발하중에 의해 취성적인 인장파괴가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통하여 비정질 강섬유는 섬유와 매트릭스간

의 부착 응력이 섬유 자체의 인장응력 보다 높은 것으로 판

단할 수 있다.
폴리아미드 섬유의 경우는 인발하중이 강섬유에 비하여 

작고, 최대 인발하중까지의 변위가 약 2.5mm로 나타났다. 

이는 섬유의 연신율에 의해 섬유 자체가 늘어난 길이라고 판

단되며, 최대인발하중 이후에는 섬유가 풀리면서 절단되는 

현상이 관찰되었다. 폴리아미드 섬유의 다발형태가 매트릭스

와의 부착응력을 향상시켜 섬유가 인발되지 않고 끊어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섬유종류에 따른 형상 및 특성에 따른 매트릭스와의 부착

성능 및 인발거동에 큰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으

며, 각 섬유의 인발특성을 고려하여 섬유인발에 대한 파괴 

응력을 산정하였다. 
후크형 강섬유의 섬유가 매트릭스로부터 인발되어 부착비

표면적에 의한 부착응력이 가장 높았으며, 섬유 단면적에 의

한 파괴응력의 경우 섬유자체의 강도보다는 낮은 것으로 나

타났다. 한편, 비정질 강섬유의 경우 섬유의 부착응력은 낮

았으나, 섬유 단면에 의한 파괴응력은 섬유 자체의 강도보다 

높게 평가되어, 섬유의 부착응력이 섬유자체 강도보다 높은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3.2 휨특성

Fig. 8은 노치없는 보의 4점 휨시험에 의한 휨하중-처짐 

곡선, Fig. 9는 노치 보의 3점 휨시험에 의한 휨하중-균열개

구부 변위 곡선을 나타낸 것이다. 섬유무보강 콘크리트의 경

우 초기균열발생과 함께 시험체가 취성적으로 파괴되었으나, 
섬유보강 콘크리트의 경우 초기균열발생 강도가 증가하였으

며, 균열 이후 변형연화 거동을 보였다.
비정질 강섬유보강 콘크리트의 경우 최대휨하중이 가장 

높았으나, 최대휨하중에서 균열발생 이후 섬유가 매트릭스로

부터 인발되지 않고, 전단되는 파괴거동에 의해 하중의 저하

가 급격하게 발생하였다. 반면, 후크형 강섬유보강 콘크리트

는 비정질 강섬유보강 콘크리트에 비하여 최대휨하중은 낮

지만, 균열이후의 변형연화거동에 있어 섬유가 매트릭스로부

터 인발되는 파괴 거동에 의해 하중의 유지능력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폴리아미드 섬유보강 콘크리트의 경우는 

균열발생시 섬유의 연신율에 의해 응력이 다소 감소하였으

나, 섬유와 매트릭스간의 부착에 의해 응력이 재상승하는 파

괴거동을 나타내었다.
Table 7에 노치가 없는 보와 노치보의 휨시험에 의한 강도

값을 나타낸 것으로 시험의 결과는 3개의 시험체에 대한 평

균값으로 제시하였으며, 표준편차는 0.02~1.67의 범위이다. 
먼저, 노치 없는 보의 4점 휨재하 시험에 의한 휨강도, 등가

휨강도 및 등가휨강도비의 경우 Fig. 10과 같이 휨강도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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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f = 0.5vol.% Vf = 0.75vol.%

Fig. 8 Flexural load-deflection curve by unnotched beam test

Vf = 0.5vol.% Vf = 0.75vol.%

Fig. 9 Flexural load-CMOD curve by notched beam

Table 7 Flexural test result (Standard deviation)

ID.
Unnotched beam test Notched beam test

 [MPa] 
′  [MPa] 

′ /  [MPa]  [N·m/m2]

Plain 5.44 (0.71) - - 8.24 (0.52) 857.45 (202.31)

AF0.50 10.98 (1.67) 6.06 (1.53) 0.55 (0.06) 14.43 (1.23) 4122.38 (502.11)

AF0.75 13.86 (0.51) 8.34 (0.86) 0.60 (0.05) 16.50 (1.57) 6121.83 (418.06)

SF0.50 8.45 (0.56) 6.93 (0.95) 0.82 (0.07) 11.33 (1.01) 5597.48 (792.22)

SF0.75 10.22 (0.23) 9.27 (0.36) 0.91 (0.02) 12.67 (0.97) 8223.37 (990.73)

PA0.50 6.18 (0.22) 3.11 (0.78) 0.50 (0.11) 10.41 (0.80) 2704.86 (119.68)

PA0.75 7.42 (0.46) 4.50 (1.06) 0.60 (0.12) 11.55 (0.29) 3796.83 (93.83)

 : Flexural strength of unnotched beam(MPa), 
′  : Equivalent flexural strength(MPa), /

′  : Equivalent flexural strength ratio

 : Flexural strength of notched beam(MPa),  : Fracture energy(N·m/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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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Flexural strength vs. equivalent flexural strength relation 

Amorphous steel 

fiber

Hooked steel 

fiber

Polyamide 

fiber

Fig. 11 Failure of fiber at fracture surface after flexural test

Fig. 12 Flexural strength for notched and unnotched

우 비정질 강섬유보강 콘크리트가 가장 높았으나, 비정질 강

섬유의 경우 균열발생이후 섬유가 매트릭스로부터 인발되지 

않고 파괴되는 것에 의해 응력의 저하가 크게 발생하기 때문

에 등가휨강도비는 0.55~0.60로 평가되었다. 한편, 후크형 

강섬유의 경우 비정질 강섬유보강 콘크리트보다 휨강도는 

낮지만, 균열발생 이후 섬유가 매트릭스로부터 인발되어 응

력의 유지능력이 가장 높았으며, 이로인해 등가휨강도비가 

0.85~0.92로 가장 큰 경향을 보였다. 폴리아미드섬유보강 콘

크리트의 경우 휨강도 및 등가휨강도 모두 가장 낮았지만, 
등가휨강도비는 비정질 강섬유보강 콘크리트와 비슷한 수준

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휨파괴 거동은 노치 빔의 3점 휨재하 시험에 의한 

하중-균열개구변위 곡선에서도 유사한 경향으로 나타났으며, 
하중-균열개구부변위 곡선의 아래면적에 의해 산출된 파괴에

너지 (에너지 흡수능력)의 경우 후크형 강섬유보강 콘크리트

가 가장 높은 값을 나타내었다. 에너지 흡수능력의 경우 최

대휨하중과 함께 응력의 유지 능력에 크게 의존하는 것으로 

균열발생이후 응력의 유지 능력이 가장 높은 후크형 강섬유

의 경우가 가장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비정질 강섬유의 경

우 최대 휨하중은 가장 높지만, 균열발생이후 응력의 저하가 

급격하게 발생하여 에너지 흡수능력은 다소 낮은 것으로 판

단된다. 
Fig. 11은 휨파괴 단면에서의 섬유파괴성상을 나타낸 것으

로 비정질 강섬유의 경우 섬유가 매트릭스로부터 인발되지 

않고 파괴되었으나, 후크형 강섬유의 경우 섬유가 매트릭스

로부터 인발되는 파괴성상이 관찰 되었다. 한편, 폴리아미드 

섬유의 경우 섬유자체에 매트릭스가 부착되어 있었으며, 섬

유가 끊어지는 형태의 파괴 성상이 관찰되었다. 이는 Fig. 7
에 나타낸 섬유 인발시험에 의한 섬유의 파괴거동과 매우 유

사하게 평가되었으며, 섬유의 인발특성이 콘크리트의 휨거동

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휨파괴 거동에 있어서 최대휨강도의 경우 섬유와 매트릭

스의 부착강도 및 섬유 개체수 등에 큰 영향을 받지만, 균열 

발생 이후의 변형연화 거동에서는 섬유와 매트릭스의 인발

거동이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Fig. 12는 노치 유무에 따른 최대휨강도를 나타낸 것으로 

본 연구 범위에서는 초기균열발생 시점에서의 최대휨강도를 

나타내었다. 일반적으로 4점 휨재하 시험의 경우 콘크리트 

보의 재하점 사이에는 일정한 크기의 휨모멘트가 발생하게 

되어 보 바닥면 균열은 직선이나 수직방향이 아닌 불규칙적

으로 발생하게 된다. 그러나 인위적으로 노치를 주게 되면 

노치를 따라 직선적으로 균열이 발생하게 되며, 노치가 있는 

면적에 응력이 집중되어 최대 휨하중은 작지만, 단위면적당 

휨강도는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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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3 Equivalent flexural strength ratio vs. fracture energy 

relation

Table 8 Comparison of fiber number and volume fractions

Vf 
[Vol.%]

Amorphous steel fiber
[per m3]

Hooked steel fiber
[per m3]

Polyamide fiber
[per m3]

0.50 3,600,000 780,000 1,899,998 

0.75 5,400,000 1,170,000 2,849,997 

Fig. 14 Comparison of fibre number and volume fraction

Fig. 15 Fiber number and pullout load vs. flexural strength 

relation

Fig. 13은 등가휨강도비와 파괴에너지의 관계를 나타낸 것

으로 등가휨강도의 경우 최대휨강도에 대한 등가휨강도의 

비로 균열발생 이후 변형연화 거동에서 하중의 유지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또한, 파괴에너지의 경우 하중과 균열개

구부의 변위 곡선의 아래면적에 의해 산정되는 것으로 최대

하중의 크기와 하중의 유지 능력을 모두 고려하여 산정되는 

것으로 섬유보강 콘크리트의 휨거동에 있어 응력과 변형능

력을 모두 포함하는 평가 지표로 활용될 수 있다. 이러한 관

점으로 보았을 때, 등가휨강도비와 파괴에너지의 이러한 관

점으로 보았을 때, 등가휨강도비와 파괴에너지는 비례적인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된다. 

3.3 섬유 혼입 개체수

Table 8 및 Fig. 14는 섬유종류별 단위체적 (m3)에 대한 

혼입률과 혼입개체수를 나타낸 것이다. 섬유의 혼입은 일반

적으로 체적의 외할로 계산되며, 본 연구에서 사용된 0.5 및 

0.75Vol.% 혼입에 대한 섬유의 혼입개체수를 비교하였다. 
비정질 강섬유와 후크형 강섬유는 밀도가 각각 7,200kg/m3

로 7,800kg/m3으로 혼입률 0.5Vol.%의 경우 섬유의 혼입중

량은 36kg (AF), 39kg (SF)로 유사하지만, 비정질 강섬유의 

경우 섬유가 박판으로 자체의 무게가 경량이기 때문에 후크

형 강섬유에 비하여 약 4.62배 많은 개체수가 혼입되는 것으

로 나타났다. 한편, 폴리아미드 섬유의 경우 섬유의 밀도가 

1,140kg/m3로 혼입중량은 강섬유에 비하여 작지만, 섬유자

체가 경량이기 때문에 후크형 강섬유에 비해 약 2.44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3.4 섬유인발 및 개체수와 콘크리트 휨거동의 관계

Fig. 15는 3.1~3.3의 섬유인발 및 섬유보강 콘크리트의 휨

거동의 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섬유의 인발하중 및 개체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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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보강 콘크리트 휨강도와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후크

형 강섬유의 혼입개체수 및 인발하중을 기준으로 하여 비정

질 강섬유 및 폴리아미드 섬유의 인발하중과 섬유개체수를 

곱한 결과로 비정질 강섬유의 경우 섬유 1개의 인발하중은 

후크형 강섬유보다 낮지만, 혼입개체수가 약 4.62배로 많아 

섬유의 개체수를 고려할 경우 단위 면적당 분포되어 있는 섬

유의 인발하중은 후크형 강섬유 보다 큰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폴리아미드 섬유의 경우도 섬유 1개의 인발하중은 후

크형 강섬유에 비하여 매우 낮지만, 단위 면적당의 혼입개체

수가 많기 때문에 단위면적당의 섬유인발하중이 증가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섬유보강 콘크리트의 경우 섬유의 배열이 무작위로 되어 

보강 섬유의 효율이 모두 발현되는 것을 기대할 수 없지만, 
단위면적당 섬유의 개체수 및 단일개체 섬유의 인발하중은 

섬유보강 콘크리트의 휨강도와 비례적인 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확인 할 수 있었다.

4. 결 론

비정질 강섬유, 후크형 강섬유 및 폴리아미드 섬유에 대하

여 섬유의 표면형상 및 물성에 의한 인발특성과 섬유보강 콘

크리트 휨특성을 평가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1) 후크형 강섬유는 최대인발하중에서 섬유가 매트릭스

로부터 인발되었지만, 비정질 강섬유의 경우 섬유와 

매트릭스간의 부착강도가 섬유자체의 인장강도보다 

높아 섬유가 매트릭스로부터 인발되지 않고 파괴되었

다. 한편, 폴리아미드 섬유는 섬유자체의 연신율에 의

해 최대인발하중까지 변위가 크게 발생하였으며, 최대

하중이후에 섬유가 끊어지는 파괴특성을 나타내었다. 
(2) 비정질 강섬유는 매트릭스와의 부착강도가 높고, 섬유

의 혼입개체수가 많아 콘크리트의 최대휨강도는 높았

지만, 균열발생 이후 섬유가 매트릭스로부터 인발되지 

않고 섬유가 파괴되는 것에 의해 응력의 저하가 급격

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 할 수 있었다.
(3) 섬유와 매트릭스의 부착에 있어서 인발특성은 균열 이

후 콘크리트의 변형 능력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며, 노치가 있는 보는 파괴단면적의 크기가 작

아 절대적인 하중능력은 떨어지지만, 노치를 따라 직

선적인 균열이 발생하기 때문에 응력이 집중되어 휨강

도는 증가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4) 등가휨강도비와 파괴에너지는 섬유보강 콘크리트의 

휨특성에 있어 최대휨강도와 변형능력을 모두 고려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로 활용될 수 있으며, 등가휨강도

비와 파괴에너지는 비례적인 경향을 나타내었다. 
(5) 단섬유보강 콘크리트의 휨⋅인장성능 및 파괴거동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섬유종류에 따른 형상 및 물성 등

과 함께 섬유의 혼입개체수 등에 대하여 충분히 고려

해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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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본 연구에서는 섬유종류에 따른 인발특성과 섬유보강 콘크리트의 휨특성에 대하여 평가하기 위하여, 섬유의 재질 및 형상 다른 후크형

강섬유, 비정질 강섬유 및 폴리아미드 섬유에 대하여 인발시험과 섬유보강 콘크리트 시험체를 제작하여 휨특성을 평가하였다. 그 결과, 후
크형 강섬유의 경우 최대인발하중에서 섬유가 매트릭스로부터 인발되었지만, 비정질 강섬유는 섬유와 매트릭스의 부착강도가 섬유자체의

인장강도보다 높아 섬유가 매트릭스로부터 인발되지 않고 파괴되는 현상을 나타내었다, 한편, 폴리아미드 섬유는 연신율에 의해 최대인발

하중까지 변위가 크게 발생하였으며, 최대하중이후에 섬유가 끊어지는 파괴특성을 나타내었다. 섬유보강 콘크리트의 휨특성에 있어서 비정

질 강섬유는 매트릭스와의 부착강도가 높고, 섬유의 혼입개체수가 많아 콘크리트의 최대휨강도는 높았지만, 균열발생 이후 섬유가 매트릭

스로부터 인발되지 않고 섬유가 파괴되는 것에 의해 응력의 저하가 급격하게 발생하지만, 후크형 강섬유보강 콘크리트는 균열발생 이후 섬

유가 인발되면서 응력의 저하가 완만하게 발생하였다. 폴리아미드 섬유보강 콘크리트는 균열발생이후 섬유의 연신률에 의해 응력이 급격하

게 저하하는 구간이 발생하였으며, 섬유와 매트릭스의 부착에 의해 재상승하였다가 섬유가 끊어지면서 파괴되었다. 섬유와 매트릭스의 인

발특성은 섬유보강 콘크리트의 휨강도 및 변형 능력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핵심 용어 : 비정질 강섬유, 후크형 강섬유, 폴리아미드 섬유, 부착특성, 휨거동


